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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 User’s basic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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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닥터프로 설치 및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 

http://zeroin.funddoctor.co.kr/fundpro/ 

 

2. 회원가입 절차 

 

  

 신규 고객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제로인 담당자의 인증 후 정상적인 사용이 가

능합니다. 

 기존 PC 의 운영체제를 재설치 했거나, 타 PC 에서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려는 고객은 제로인 담당자

에게 연락바랍니다. 

 

 

3. 회원정보수정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등 사용자 정보 변경 시 화면번호 9941 이용 

 

 

 

http://zeroin.funddoctor.co.kr/fund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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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화면 안내 

1) Navigator – 펀드 

 

화 면 명 [9741] 분석도구 – Navigator – 펀드 

주요내용  사용자 임의로 조회 항목 및 펀드를 편집하여 데이터 조회 

 

조회조건 

조건 설명 비고 

기준일 펀드기준일 
포트폴리오 정보: 월초 기준, 

위험지표 정보: 주초 기준. 

관심펀드 관심펀드 그룹선택  

펀드검색 펀드 선택  

수익률 구분 주간 / 월간  

비교유형 대유형 / 소유형  

비교BM 펀드BM / 대유형대표BM / 소유형대표BM  

조회방법 

SEQ 조회방법 설명 

 조회목록 선택 및 편집 저장한 조회목록 선택 또는 조회목록 편집 

 펀드 선택 

 

관심펀드 선택 또는 펀드 검색 

 조회버튼 클릭 

 

조회목록에 정의된 항목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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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새 그룹으로 만들 수 있음. 항목은 최대 30개 선택 가능.  

 

※ 수익률 구분은 조회항목에 위험지표가 포함될 때만 월간으로 적용가능, 기타 일괄 주간으로 적용 

 

  

 

 

2) Navigator – 운용사 

 

화 면 명 [9742] 분석도구 – Navigator – 운용사 

주요내용  사용자 임의로 조회 항목 및 운용사를 편집하여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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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조건 

조건 설명 비고 

기준일 펀드기준일 
포트폴리오 정보: 월초 기준, 

위험지표 정보: 주초 기준. 

수익률 구분 주간 / 월간  

운용사 운용사 선택 복수 선택 가능 

유형 펀드유형 선택 복수 선택 가능 

조회방법 

SEQ 조회방법 설명 

 조회목록 선택 및 편집 저장한 조회목록 선택 또는 조회목록 편집 

 운용사 선택 운용사 또는 유형평균(운용사평균) 선택  

 조회버튼 클릭 조회목록에 정의된 항목 데이터 조회  

참고사항 

※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새 그룹으로 만들 수 있음. 항목은 최대 30개 선택 가능.  

  

※ 수익률 구분은 조회항목에 위험지표가 포함될 때만 월간으로 적용가능, 기타 일괄 주간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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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심펀드 등록 

(1)관심펀드 등록 

 

기능 주요내용 

펀드검색 

기존 펀드검색 팝업창을 이용하여 펀드를 검색한 후 관심펀드로 등록합니다. 

 

Excel Load 

Excel에 등록하고자 하는 펀드리스트를 저장한 후 이를 로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오른쪽 이동(포함) 

선택 오른쪽 이동(포함) 

전체 왼쪽 이동(제외) 

선택 왼쪽 이동(제외) 

그룹관리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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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코드로드 

KR코드를 통해 특정 펀드를 검색하여 관심펀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심펀드 

다른 관심펀드에 존재하는 펀드들을 새로운 관심펀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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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화면에서 데이터 조회한 후 선택한 펀드들을 관심펀드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관심펀드 그룹관리  

 

기능 주요내용 

신규등록 

새로운 관심펀드그룹을 등록합니다. 이름이 중복될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름변경 

선택되어 있는 기존 관심펀드그룹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내보내기 

사용자의 관심펀드그룹을 동일 회사 내 타사용자에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된 관심펀드그룹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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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현황 – 판매잔액 

 

화 면 명 [0251] 펀드통계 – 판매현황 – 판매잔액 

  

주요내용 

 유형별 판매잔액, 판매비중 등 조회 

 대유형별 / 소유형별 조회 

 특정 유형에 대한 판매사별/판매사구분별/운용사별/펀드별 판매잔액 현황 조회 

 

 

조회조건 
조건 설명 비고 

기준일 펀드기준일  

조회방법 

SEQ 조회방법 설명 

 조회버튼 클릭 
좌측 그리드에 유형별 판매잔액 현황 조회 

좌측 그리드 뒷편의 유형별 판매잔액 차트 조회 

 좌측 그리드 더블클릭 선택된 유형에 대한 판매사별 판매잔액 현황 조회 

 우측상단 선택박스 클릭 판매사별  판매사구분별 판매잔액 내역 전환 

조회내용1 

 유형별 판매잔액 현황 

항목 설명 단위 비고 

SEQ    

대유형 대유형명   

소유형 소유형명   

판매잔액 
전체 판매잔액 억  

계열 계열판매잔액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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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계열판매잔액 / 판매잔액 %  

판매비중 
전체 시장 판매잔액 대비 판매비중 %  

계열 시장 판매잔액 대비 계열판매비중 %  

펀드수 펀드수   

판매사수 판매사수   

운용사수  운용사수   

조회내용2 

 유형의 판매사별 판매잔액 

항목 설명 단위 비고 

판매사 판매사명   

판매잔액 

전체 판매잔액 억  

계열 계열판매잔액 억  

계열% 계열판매잔액 / 판매잔액 %  

판매비중 
전체 시장 판매잔액 대비 판매비중 %  

계열 시장 판매잔액 대비 계열판매비중 %  

펀드수 펀드수   

운용사수 운용사수   

조회내용3 

 유형의 판매사구분별 판매잔액 

항목 설명 단위 비고 

구분 판매사구분(은행 / 증권 / 보험 / 기타)   

판매잔액 

전체 판매잔액 억  

계열 계열판매잔액 억  

계열% 계열판매잔액 / 판매잔액 %  

판매비중 
전체 시장 판매잔액 대비 판매비중 %  

계열 시장 판매잔액 대비 계열판매비중 %  

펀드수 펀드수   

판매사수 판매사수   

운용사수 운용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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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현황 – 현금흐름 

 

화 면 명 [0252] 펀드통계 – 판매현황 – 현금흐름 

주요내용 
 유형별 현금흐름 조회. 대유형별 / 소유형별 조회 

 특정 유형에 대한 판매사별/판매사구분별 현금흐름 조회 

 

 

조회조건 

조건 설명 비고 

기준일 펀드기준일  

비교일 비교일(사용자 지정) 사용자가 지정하고 싶은 형식

에 따라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건이 활성화됨. 

기간 1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년/2년/3년/5년/연초후 

구간 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계열여부 전체/계열/비계열  

조회방법 

SEQ 조회방법 설명 

 조회버튼 클릭 
좌측 그리드에 유형별 현금흐름 조회 

좌측 그리드 뒷편의 유형별 현금흐름 챠트 조회 

 좌측 그리드 더블클릭 선택된 유형에 대한 판매사별 현금흐름 조회 

 우측상단 선택박스 클릭 판매사별  판매사구분별 현금흐름 내역 전환 

조회내용1 

 유형별 현금흐름 

항목 설명 단위 비고 

SEQ    

대유형 대유형명   

소유형 소유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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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조회기간 동안 발생한 순현금흐름 억  

판매잔액 

기준 기준일 판매잔액 억  

시작 시작일 판매잔액 억  

증감 판매잔액 증감 억  

재투자 재투자금액 억  

판매비중 

기준 기준일 판매비중 %  

시작 시작일 판매비중 %  

증감 판매비중 증감 %p  

펀드수 

기준 기준일 펀드수   

시작 시작일 펀드수   

증감 펀드수 증감   

유형수 

기준 기준일 유형수   

시작 시작일 유형수   

증감 유형수 증감   

운용사수 

기준 기준일 운용사수   

시작 시작일 운용사수   

증감 운용사수 증감   

조회내용2 

 유형의 판매사별 현금흐름 

항목 설명 단위 비고 

판매사 
판매사 판매회사명   

구분 판매회사구분(은행/증권/보험/기타)   

현금흐름 조회기간 동안 발생한 순현금흐름 억  

판매잔액 

기준 기준일 판매잔액 억  

시작 시작일 판매잔액 억  

증감 판매잔액 증감 억  

재투자 재투자금액 억  

판매비중 

기준 기준일 판매비중 %  

시작 시작일 판매비중 %  

증감 판매비중 증감 %p  

펀드수 

기준 기준일 펀드수   

시작 시작일 펀드수   

증감 펀드수 증감   

운용사수 

기준 기준일 운용사 수   

시작 시작일 운용사 수   

증감 운용사 수 증감   

조회내용3 

 유형의 판매사구분별 현금흐름 

항목 설명 단위 비고 

구분 판매회사구분(은행/증권/보험/기타)   

현금흐름 조회기간 동안 발생한 순현금흐름 억  

판매잔액 

기준 기준일 판매잔액 억  

시작 시작일 판매잔액 억  

증감 판매잔액 증감 억  

재투자 재투자금액 억  

판매비중 

기준 기준일 판매비중 %  

시작 시작일 판매비중 %  

증감 판매비중 증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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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 

기준 기준일 펀드수   

시작 시작일 펀드수   

증감 펀드수 증감   

판매사수 

기준 기준일 판매사 수   

시작 시작일 판매사 수   

증감 판매사 수 증감   

운용사수 

기준 기준일 운용사 수   

시작 시작일 운용사 수   

증감 운용사 수 증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