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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라독 (뉴욕, TDOC)
(미국 원격진료 기업)
기업개요
TDOC 는 2002 년에 창립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다국적 원격 의료 및 가상 의료
회사다. 직원수는 2000 명 이상이며 화상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다. 미국 내 유일 상장된 원격진료 기업이며 주요서비스에는 원격 건강, 의학 견해,
AI 및 분석, 라이선스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화 및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주문형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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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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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건강관리

시가총액(달러)

174.61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21 조 213 억원
9.61 억달러
적자

Share

7871.3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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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회원과 부양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원하는 곳 (모바일 장치, 인터넷, 비디오 및
전화)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원격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테라독 매출은 1.6 배에서~ 2 배가량 매년 성장중이다. 2015 년
betterhelp, 2017 년 best doctors, 2018 년 advance medical 회사들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많은 인수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사업 형태에 따라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시스템이 빠르지 않아 예약진료를 해도 오래
걸리며 병원에 가려면 1 시간이상도 걸리는 나라다. 의사 부족현상과 높은 의료비용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원격의료 기업인 텔라독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약 3 만명의 의사와 24 시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경쟁업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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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90%는 보험회사 가입자에서 나온다. 개인적으로 플랫폼을 가입하는 가입자는 10%다.
전망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기업은 텔라독이다. 소득의 상당부분 건강관련으로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의
원격의료시장은 100 조원이며 현재 텔라독 매출액의 1%도 되지 않기에 성장가능성이 풍부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미국 인구의 20%가 사용중이였으며 남은 80%를 넓혀갈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이 남아있다. 또한 비상장 원격진료
기업 Amwell 의 경우 평균 원격진료 횟수가 1,000%나 증가하였고 MD live(비상장)의 경우 몇 달간 1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기에 텔라독 또한 올해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eladoc Health 가 전세계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보유하여 세계 최고의 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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