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

건강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4세까지의 분들은 

메릴랜드 주 공식 보험 중계 거래소인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을 통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랜 중에서 선택하세요.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은 합리적인 보험 구매를 위한 택스 크레딧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메릴랜드 주민 10명 중 9명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부과를 피하십시오. 바로 오늘, 2017년 보험 플랜을 비교, 검색하십시오. 

메디케이드는 공개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아이디

 » 소셜 시큐리티 카드

 »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민권, 영주권, 합법적인 비자 증명 

서류)

 » 급여 명세서(Pay Stub), W2 또는 택스보고 자료

 » 기타 다른 건강 보험(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또는 직장 보험) 소지시 

Policy 번호

인터넷: MarylandHealthConnection.gov 

전화: 1-855-642-8572 (무료); TTY 1-855-642-8573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보험 가입 장소는 인터넷 www.PGCHealthConnect.org, 

또는 전화 301-927-4500 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메릴랜드 헬스커넥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플랜의 선택 및 변경, 손쉽게 
필요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앱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제공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리스트에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보험 가입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보험 가입 장소
(사전 예약 및 방문시 시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방문) 
Hyattsville
6505 Belcrest Road, Hyattsville 
Mon. – Fri. 8 am – 4 pm

Landover
425 Brightseat Road, Landover 
Mon. – Fri. 8 am – 4 pm

Temple Hills
4235 28th Avenue, Temple Hills 
Mon. – Fri. 8 am – 4 pm

Health Department (방문) 
Maryland Children’s Health Program (MCHP)
425 Brightseat Road, Landover 
301-324-2932 or 301-324-2933
Mon. – Fri. 8 am – 3:30 pm

PGC Health Connect Enrollment Center (North)
9109 Central Avenue, Capitol Heights 
Hampton Mall – Kingdom Square
240-719-2167
Last customer served one hour before closing.
Tues. – Fri. 9 am – 5 pm
Thurs. 9 am – 7 pm (Walk-in)
Sat. 10 am – 3 pm

PGC Health Connect Enrollment Center (South)
Greater Baden Medical Services 
7450 Albert Road, 2nd floor, Brandywine
301-888-2233
Tues. 9 am – 4 pm (Appointment)
Sat. 10 am – 2 pm (Walk-in)

CASA – (사전 예약)
8151 15th Avenue, Hyattsville 
301-270-8432 or 240-270-1318
Mon. – Fri. 8 am – 5 pm

Mary’s Center (사전 예약)
8908 Riggs Road, Adelphi 
301-422-5930
Mon. – Fri.  8:00 am – 4:30 pm

Community Clinic, Inc. (사전 예약)
9220 Springhill Lane, Greenbelt 
240-839-5810 – enrollment line
Mon. – Thurs. 8:30 am – 4:30 pm
Fri. 8:30 a.m – 4:00 pm (Walk-in)

Heart to Hand, Inc. (사전 예약)
9701 Apollo Drive, Suite 400, Largo 
301-772-0103
Mon. – Fri. 9 am – 4 pm

Sowing Empowerment & Economic Development, 
Inc. (SEED) (사전 예약)
6201 Riverdale Road, Suite 200, Riverdale 
301-458-9808 – to schedule appointment
Mon. 9 am – 3 pm (Walk-in)
Tues. 10 am – 3 pm
Wed. and Thurs. 9 am – 12 pm

www.PGCHealthConnect.org
www.facebook.com/PGCHealthConnect.org
@PGHealthConnect

Prince George’s County Health Connect complies with applicable Federal civil rights laws and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or sex.

Prince George’s County Health Connect cumple con las leyes federales de derechos civiles aplicables y no discrimina por motivos de raza, color, nacionalidad, 
edad, discapacidad o sexo.

Prince George’s County Health Connect est en conformité avec la loi fédérale de droit civil et ne fait pas de discrimination en matière de race, genre, 
nationalité d’origine, invalidité ou age.

Help is available in your language: 1-855-642-8572 (TTY: 1-855-642-8573).  These services are available for free.

Hay ayuda disponible en su idioma: 1-855-642-8572 (TTY: 1-855-642-8573). Estos servicios están disponibles gratis.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헬스커넥션(보험 중계거래소)은 해당 연방 민권 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료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전화 1-855-642-5272 (TTY 1-855-642-8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