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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데이터의 원천

I. 펀드닥터Pro 소개













평가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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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시장에서가장많은기관이성과검증판단의기준으로
제로인펀드평가방법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용회사
수

49 18 8 6 4

펀드닥터프로를사용중인금융회사

※운용사 :  금융투자협회87개의정회원운용사중 주요종합운용사50개
증권사 : 금융투자협회57개의정회원증권사중주요32개
은행 : 은행연합회국내특수은행, 시중은행및지방은행17개

(외국은행국내지점제외)

이용회사 수
48

(96%)
24

(75%)
16

(94%)
6

제로인평가기준을사용중인금융회사들

사용현황

I. 펀드닥터Pr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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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유형내 비교분석

Fund
Manage-

ment

펀드Monitoring

펀드닥터pro

• 유형내 성과/위험 비교분석

- 공모 사모(전문사모 포함)펀드의 다양한 유형내 성과 제공

- 공모 기준 110여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내 다양한 성과 및 위험통계분석

정보 제공

- 펀드판매 및 운용사 정보 제공 : 유형별 판매 잔액 및 비중, 운용사별 수탁고

동향 정보

• 펀드 Management

- 강력한 분석 도구인 Navigator를 통하여 사용자 맞춤 컨텐츠 설정 가능

- 펀드 기본 정보나 스타일 분석등의 약 1000여개 펀드의 item정보 조회 가능

- 펀드별 자산배분 현황 및 상세 종목(채권) 정보 제공

- 관심펀드 등록 및 자료목록 편집화면 제공으로 데이터를 쉽게 업데이트 가능

- 유형별, 운용사별, 판매사별, 펀드속성, 협회 유형, 순자산 규모별 다양한 펀드

검색기능 제공

• 펀드모니터링 Monitoring

- 펀드 포트폴리오에 따라 스타일 분석 정보 제공

- 제로인 펀드방법론에 따른 펀드 등급

- 운용사 및 펀드의 ESG정보 제공(통합,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별)

활용방법

I. 펀드닥터Pr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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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컨텐츠

I. 펀드닥터Pro 소개



7

ZEROIN 펀드닥터Pro

컨 텐 츠 주 요 내 용







































컨텐츠

I. 펀드닥터Pro 소개



8

ZEROIN 펀드닥터Pro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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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Pull-Down 메뉴와 Tree 메뉴가

함께 있어서 원하는 메뉴를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ull-Down 메뉴

Tree 메뉴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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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금융시장

펀드수익률, 주가지수수익률, 채권금리변화를 수치로 보여주고

주식시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및 시장 대표 벤치마크, 업종별 대표지수를

기준일 대비 등락률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프도 엑셀로 받거나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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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통계_유형별 자금동향

펀드 유형별 순자산, 설정액, 펀드수의 기간, 구간, 비교일 대비 증감을 볼 수 있습
니다. 우측에서 일별 시계열 현황과 그래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펀드통계_유형평균성과

펀드 유형별 특정 기간, 구간의 수익률, BM수익률, BM초과율, 유형 %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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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통계_판매현황_판매잔액

특정일 기준 유형별 판매잔액 및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펀드통계_판매현황_현금흐름

특정 기간의 유형별 판매잔액 증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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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운용성과_기간

지정한 기간, 구간 동안의 펀드 수익률, BM초과수익률, 유형대비 수익률, 

제로인 등급, 순자산 및 설정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검색 기능은 유형별, 운용사별, 펀드속성 및 협회유형별, 코드별로

검색된 펀드를 바로 관심펀드 그룹으로 이동해서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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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운용성과_추이

지정한 한 개 펀드의 기간, 구간 또는 비교일 대비

순자산, 설정액, 기준가격, 주식/채권/기타 비중 변경사항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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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위험통계지표_기간

선택한 펀드들을 특정 기간동안 주간,월간 수익률로 생성한 위험통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_위험통계_항목

선택한 위험통계 지표를 기간별(1/3/6/9개월/1/2/3/5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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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자산배분_현황

펀드별 주식/채권/선물매수,매도/옵션매수,매도/투신증권/유동자산/순자산 등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펀드_자산배분_추이

특정 펀드의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시계열 선택 자산의 비율변화를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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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포트폴리오_주식업종별 현황

기준일 펀드의 업종을 보여줌

펀드_자산배분_추이

특정 펀드의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시계열 선택 자산의

비율변화를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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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포트폴리오_주식스타일분석

펀드에 속한 주식의 규모별 비중(대형/중형/소형), 가치특성별 비중(가치/혼합/성장)을 보여줍니다. 

한 개 펀드를 선택하면 보유비중 3X3 또는 5X5 구분과 일자별 시계열 스타일추이가 보여집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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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포트폴리오_보유종목현황

펀드에 속한 TOP10 or 전체주식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약 6주전 자료를 보여줍니다.

아래 보유종목검색을 누르면 해당 주식을 선택한 펀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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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펀드_펀드집중분석

펀드 메뉴의 다른 화면에서 본 모든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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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운용사 선택방법은 원하는 운용사를 입력하거나

검색을 눌러서 운용사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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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판매사_판매현황_판매잔액

판매사별 판매잔액 및 비중 분석을 분석합니다.

판매사_판매현황_현금흐름

기간동안 판매사별 현금흐름을 분석합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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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 펀드닥터Pro

판매사_판매성과_기간

판매사별로 기간/구간의 판매수익률, 현금흐름, 
판매잔액을 보여줍니다.

Ⅱ. 데이터 및 주요 기능



KG Family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서

이정희 과장

02-769-9955

junghee@kggroup.co.kr

KG ZERO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