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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원가입 및 신청

1. 펀드닥터 웹 회원가입 및 ZERA-Excel Trial 신청

  ■ 펀드닥터 웹 회원가입 : http://funddoctor.co.kr

  ■ ZERA-Excel Trial 신청 : https://zera.zeroin.co.kr 접속 후 트라이얼 신청 메뉴 클릭

  ■ Trial 신청 후 제로인 담당자의 인증 후에 정상적인 사용 가능

2.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

 1) 실행파일 다운로드

  ■ https://zera.zeroin.co.kr/excel 접속하여 프로그램 다운로드

  ■ Excel 버전 2010 이상 정상 사용 가능

  ■ 프로그램 실행하여 로그인시 엑셀 프로그램이 열리고 리본메뉴에 ZERA 메뉴 생성됨

 2)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다음 페이지 참고)

   ① 펀드닥터 웹 로그인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http://funddoctor.co.kr)

     **펀드닥터Pro 회원은 기존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② Service > ZERA-EXCEL 메뉴 선택

   ③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④ 알림창 내 실행 버튼 클릭하여 설치 (설치 마법사 시작 후 “다음”버튼 클릭하여 설치 완료)

   ⑤ 바탕화면에 ZERA 아이콘 생성 확인 후 실행

   ⑥ 로그인 페이지에서 트라이얼신청 버튼 클릭

   ⑦ 사용자 인증 : 펀드닥터 ID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⑧ 펀드닥터 웹 아이디로 트라이얼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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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① http://funddoctor.co.kr 에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③ 다운로드

   **펀드닥터Pro 회원은 기존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④ 알림창에서 실행 버튼 클릭

② Service > ZERA-EXCEL 선택                           

                                                        ⑤ 설치된 실행파일 클릭   

⑥트라이얼 신청 버튼 클릭    ⑦ 사용자 인증(로그인)          ⑨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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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정보 입력 후 트라이얼 신청

Ⅱ.� 메뉴 구성 (제공 정보)

= � +� � +�

1. 펀드정보 (펀드닥터Pro  )

  ■ 공모/사모펀드 종목별 기본정보에서부터 펀드/BM/유형 수익률 및 위험통계지표

  ■ 포트폴리오 상세정보, 펀드 유형별 평가정보

  ■ 운용사 및 판매사별 정보

2. ETF

  ■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일본, 중국 등 전세계 글로벌 ETF 종목의 발행정보 및

     시세정보와 수익률, 위험통계지표등과 같은 평가정보 제공

  ■ ETF 구성종목(PDF)의 비중 및 변동현황 등의 상세 정보 조회 가능

3. 멀티팩터모델 (Multi-Factor Model:MFM)

  ■ Multi-Factor Model : 자산의 수익률 및 위험을 다수의 공통요인(Factor)으로 설명하는

     모형

  ■ 가치, 성장, 변동성, 규모, 배당, 모멘텀 등의 요인을 통해 종목, 포트폴리오, 시장분석

     에 활용

4. 주식 (MarketPoint )

  ■ 국내/해외 섹터별 지수와 종목 실시간 시세 정보 조회 가능

  ■ 투자자별 매매동향, 공매도/대차/신용거래 추이 등 주식시장 관련 정보 제공

5. 파생

  ■ 국내/해외 선물, 옵션, ELW, ETN 종목의 실시간 시세 연동 및 과거 정보 제공

  ■ 프로그램매매 수량 및 잔량, 투자자 정보, 파생시장 거래 규모 등 상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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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환

  ■ 국내외 환율 실시간 시세 및 과거 데이터 제공

  ■ 현물 뿐만 아니라 선물환 시세 조회 가능

7. 채권 (BONDWEB )

  ■ 시가평가수익률 및 채권지수, 국내 발행채권 상세 정보, 시세 정보 제공(예정)

  ■ 해외 정부채 금리 실시간 및 과거 추이 조회 가능(예정)

8. 해외재무(예정)

  ■ 글로벌 기업의 재무정보 조회 가능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상세 계정 정보 제공

9. 상품선택/항목선택

  ■ 상품선택 : ZERA-EXCEL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목(지수)를 대상으로 선택

  ■ 항목선택 : ZERA-EXCEL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선택

    

10. 템플릿

  ■ 시장별 주요 정보들을 템플릿으로 미리 구성

  ■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을 참고하여 사용자만의 분석 파일 작성에 활용

11. 리포트/일정

  ■ 금융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리포트 자료 및 제로인에서 작성하는 펀드 리서치 제공

  ■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 가능

12. Refresh 

  ■ 저장해둔 파일을 열어 Refresh 버튼 클릭 한번으로 최신데이터 업데이트 가능

    - Sheet : 현재의 엑셀시트 데이터만 Refresh

    - Book : 현재 엑셀 파일 Refresh

    - Excel : 현재 열려있는 엑셀 전체 파일 Refresh

  ■ 데이터가 출력된 시트 내에(주로 A1셀) Refresh 버튼 중복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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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목 및 item� 선택방법

1. 종목검색 및 선택

  ■ 펀드 유형, 펀드 종목, 주식, 파생, 외환, 채권 등 종목 검색창

  ■ 각 자산마다 종목 검색할 수 있는 상세 조건 설정 가능

     (Ex. 펀드종목 검색시 유형/설정액 등, 주식종목 검색시 시가총액 상위종목 등)

  ■ 종목명, 코드 등 키워드 검색기능 제공

  ■ 조회된 종목을 선택하여 더블클릭 또는 선택내역 창에 Drag & Drop하여 선택   

     완료

  ■ Drag & Drop 옵션 : 검색된 종목과 항목을 엑셀 시트에 직접 Drag & Drop하여 

     선택 가능

    - Include : 종목코드와 종목명 포함/미포함 여부 선택

    - Direction : 종목코드와 종목명의 구성방식을 가로/세로 중 선택

2. 항목검색 

  ■ 자산의 종류별로 특화된 항목 리스트 검색하여 항목선택내역에 추가

    - 검색된 항목을 더블클릭 또는 선택내역 창에 Drag & Drop하여 선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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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옵션 설정

  ■ 출력형식

    - Type1 : 특정일자 설정. 항목을 가로로, 종목을 세로로 보여주는 방식(사용 빈도 높음)

    - Type2 : 기간 설정. 시계열 정보를 날짜를 세로로, 종목과 항목을 가로로 보여주는 방식

    - Type3 : 기간 설정. 시계열 정보를 날짜를 가로로, 종목과 항목을 세로로 보여주는 방식

  ■ 주기 :  주기별 초기일자 기준의 데이터 출력 (일간/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선택)

(P13. <출력옵션별 화면 예시(4)-설정주기별 데이터 출력 형식> 참고)

  ■ 정렬 : 시계열 데이터 출력시 오름차순/내림차순 선택

  ■ Target : 설정한 데이터를 조회할 시작위치 지정 가능(셀주소, 시트, 파일 설정)

    - New Worksheet : 현재 파일에서 새로운 시트에 출력

    - Active Worksheet : 현재 파일의 현재 시트에 출력

    - New Workbook : 새로운 엑셀파일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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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력 옵션

1. 출력형식 : Type1

  ■ 활용 목적 : 특정 일자(1日)의 데이터 조회시 활용

  ■ 출력 방식 : 행(날짜, 종목) / 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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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형식 : Type2

  ■ 활용 목적 : 시계열 데이터를 세로로 조회시 활용

  ■ 출력 방식 : 행(날짜) / 열(종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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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형식 : Type3

  ■ 활용 목적 : 시계열 데이터를 가로로 조회시 활용

  ■ 출력 방식 : 행(종목, 항목) / 열(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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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일 시트 내 여러 개의 데이터 조회

 1) 출력형식이 Type2일 경우 : Target 셀을 기존에 출력된 데이터 영역의 우측으로 지정

    (상/하측으로 지정할 경우 추후 조건 변경시 정상 출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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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력형식이 Type3일 경우 : Target 셀을 기존에 출력된 데이터 영역의 하단으로 지정

    (좌/우측으로 지정할 경우 추후 조건 변경시 정상 출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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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사 및 붙여넣기 활용

   ① Service ID, 정렬방식, 기간, 설정, 종목코드, 항목코드 영역을 선택하여 복사(Ctrl+C)

   ② 원하는 셀 선택 후 붙여넣기(Ctrl+V)

   ③ 종목코드와 항목코드 변경(리본메뉴의 상품선택/항목선택 창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④ Refresh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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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주기별 데이터 출력 방식

 1) 주간 : 주초인 월요일 기준으로 출력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2) 월간 : 월초인 1일 기준으로 출력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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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력된 화면에서 직접 설정 활용 기능

6. (출력된 엑셀 시트 내에서 각각의 설정 관련 입력항목을 직접 변경 후 Refresh 기능 활용)

 1) 날짜

  ■ From Date, To Date를 직접 지정 : YYYYMMDD형식으로 입력

  ■ To Date를 CDD라고 입력시 항목별로 조회일 기준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

     (CDD : closest date to a given date)

 2) 정렬

  ■ DESC : 내림차순 (D)

  ■ ASC  : 오름차순 (A)

     * 약자로 입력하여도 적용 가능 (“D”, “A”)

 3) 주기 :  주기별 초기일자 기준 데이터 출력(T-일간, W-주간, M-월간, Q-분기, Y-연간)

 4) 종목코드 : 종목코드 직접 입력하거나 리본메뉴의 “상품선택” 창에서 검색된 종목을 해당 셀에

    Drag & Drop하여 선택 가능

 5) item 코드 : 항목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리본메뉴의 “항목선택” 창에서 검색된 항목을 해당

 5) 셀에 Drag & Drop하여 선택 가능

 6) 조건 변경 후 Refresh 버튼 클릭하여 변경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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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산별 검색 방법

1. 펀드 종목 정보

 1) 종목 검색 (기본) : 펀드정보→공모/사모 메뉴 선택시 아래와 같이 종목선택창 OPEN

  ■ 검색된 종목을 검색내역창에 더블클릭하거나 Drag&Drop하여 선택 완료

  ■ 복수 종목 선택 가능

   ① 펀드/유형 : 펀드 종목에 대한 정보 조회시 펀드/유형 선택콤보창을 “펀드”로 선택

   ② 직접 검색 : 펀드명 또는 펀드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

   ③ 선택/제외 조건 : 특정 종류의 펀드만 검색하거나, 제외된 펀드만을 검색시 활용

   ④ 유형 : 유형별 펀드 종목 검색 가능

   ⑤ 상세옵션 : 복수개의 세부옵션 정보 설정 가능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 설명)

      (Ex. 순자산액 규모, 세제혜택여부, 공모 또는 사모펀드 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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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조건에 따라 검색된 펀드 종목수

 2) 종목 검색 (상세옵션)

  ① “검색항목”에서 조건 종류를 선택하여 우측 필터 선택창에 Drag & Drop

  ② “필터선택”영역에서 조건 지정 또는 제외 여부를 직접 설정

     (“포함”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종목만 검색)

  ③ 복수개의 조건 지정할 경우 AND 또는 OR 조건 지정

  ④ 조건을 모두 지정 후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필터그룹”영역으로 이동

  ⑤ 삭제 : 한 행의 조건만 삭제(   ) 또는 전체 조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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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tem 검색

  ■ 펀드 종목 정보 정보 조회시 항목명 앞에 [펀] 또는 [펀,유]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 선택

    - [펀] : 펀드 종목에 대한 항목

    - [유] : 펀드 유형에 대한 항목

    - [펀,유] : 펀드 종목과 펀드유형 모두와 관련된 항목

  ■ 항목 그룹별 제공 정보

   ① 일반 : 펀드유형, 펀드BM, 펀드설정정보, 자산별투자한도, 수수료, 투자지역, 세제혜택 등

   ② 수익률 : 설정좌수, 기준가, 펀드/유형/BM의 기간별 수익률, 수익률 순위 등

   ③ 위험통계지표 : 펀드/유형/BM의 표준편차, 베타, R스퀘어, 샤프지수, 트레이너 등 평가지표

   ④ 자산배분 : 펀드의 자산별 편입비중, 유형대비 자산별 편입비중 차이

   ⑤ 포트폴리오 분석 : 주식 또는 채권 스타일명과 자산별 비중

    - 주식비중 : 주식 종목들의 규모, 가치별 비중

    - 채권비중 : 채권 종목들의 등급, 듀레이션별 비중

   ⑥ 멀티팩터모델 : 펀드 포트폴리오의 팩터별 성과 정보

      (펀드의 구성종목 공시일 기준의 데이터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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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용 예시 :기존에 출력된 검색 결과에 펀드 종목 또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 기 출력된 검색 결과에서 종목 추가시 Drag 옵션선택 예시 화면 >

   ① “상품 선택” 메뉴 선택

   ② 펀드 종목 검색 후 현재의 엑셀파일과 동일한 Direction 선택하여 종목코드를 원하는

      셀에 Drag & Drop 또는 펀드 종목코드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직접 입력

      (위 예시의 경우 Direction : Row로 설정하여 C8 셀에 Drag)

   ③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항목 선택”메뉴 선택하여 현재의 엑셀파일과 동일한

      Direction 선택하여 항목코드를 Drag하거나 코드명만 직접 입력 가능

      (위 예시의 경우 Direction : Row로 설정하여 C13 셀에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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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1) 종목 검색 방법 : 펀드정보→공모/사모 메뉴 선택시 위와 같이 종목선택창 OPEN

   (펀드종목정보 검색과 동일)

  ■ 검색된 종목을 검색내역창에 더블클릭하거나 Drag&Drop하여 선택 완료

  ■ 한개의 종목만 선택 가능

   ① 펀드/유형 : 펀드 종목에 대한 정보 조회시 펀드/유형 선택콤보창을 “펀드”로 선택

   ② 직접 검색 : 펀드명 또는 펀드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

   ③ 선택/제외 조건 : 특정 종류의 펀드만 검색하거나, 제외된 펀드만을 검색시 활용

   ④ 유형 : 유형별 펀드 종목 검색 가능

   ⑤ 상세옵션 : 복수개의 세부옵션 정보 설정 가능

      (Ex. 순자산액 규모, 세제혜택여부, 공모 또는 사모펀드 전체 등)

   ⑥ 조건에 따라 검색된 펀드 종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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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tem 선택 방법 (국내펀드 검색시) : 우측의 항목 선택창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① 구분 : 포트폴리오/해외포트폴리오/ETF구성종목  선택콤보에서 “포트폴리오” 선택

   ②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의 종류 선택

    - 보유종목(상위top10) : 펀드 구성 자산별로  구성비 상위 10개씩의 종목별 정보

    - 주식 업종별 현황 : 보유중인 주식 종목들의 업종별 편입비중 정보

    - 채권 등급별 현황 : 보유중인 채권 종목들의 신용등급별 편입비중 정보

    - 채권 종류별 현황 : 보유중인 채권 종목들의 채권종류별 편입비중 정보

    - 채권 만기별 현황 : 보유중인 채권 종목들을 잔존만기별 편입비중 정보

   ③ 종류별로 원하는 항목을 체크

   ④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최근일 선택 후, 새로운 시트/현재 시트/새로운 파일 중 원하는

      출력옵션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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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tem 선택 방법 (해외펀드 검색시) : 우측의 항목 선택창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① 구분 선택에서 포트폴리오/해외포트폴리오/ETF구성종목 중 “해외 포트폴리오” 선택

   ②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의 종류 선택

    - 종목별 섹터분석 : 해외펀드 구성 전종목의 펀드내 비중과 해당 종목의 섹터 정보

    - 종목별 산업분석 : 해외펀드 구성 전종목의 펀드내 비중과 해당 종목의 산업 정보

    - 국가별 투자분석 : 해외펀드 구성 종목들의 국가별 비중 정보

    - 통화별 투자분석 : 해외펀드 구성 종목들의 통화별 비중 정보

    - 권역별 투자분석 : 해외펀드 구성 종목들의 권역(대륙)별 비중 정보(북미, 서유럽 등)

    - 글로벌 마켓분석 : 해외펀드 구성 종목들의 마켓 분류별 비중 정보(이머징, 선진국 등)

    - 섹터분석 & 산업분석 : 해외펀드 구성종목들의 섹터/산업별 비중 정보

    - 채권 국가&통화&권역&글로벌 투자분석 :  해외펀드 구성종목 중 채권 종목들의

      국가/통화/권역/마켓분류별 비중 정보

    - 채권 종목별 투자분석 : 해외펀드 구성 종목 중 채권 전종목의 펀드 내 비중 정보

   ③ 종류별로 원하는 항목을 체크

   ④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최근일 선택 후, 새로운 시트/현재 시트/새로운 파일 중 원하는

      출력옵션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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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tem 선택 방법 (ETF 검색시) : 우측의 항목 선택창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① 구분 창 선택콤보에서 포트폴리오/해외포트폴리오/ETF구성종목 중 “ETF” 선택

   ② “보유종목” 선택

   ③ 보유종목에 대한 항목을 체크

   ④ 일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최근일 선택 후, 새로운 시트/현재 시트/새로운 파일 중

      원하는 출력옵션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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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지수, 선물, 옵션, 외환 정보 (국내/해외 포함)

 1) 종목 및 item 검색 방법

  

   ① 종목선택 : 국내/해외 선택

    - 검색어 입력란에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일부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

    - 트리구조에서 원하는 자산을 선택하여 검색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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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item선택 : 국내 자산별 item, 해외 자산별 item, 실시간 item 검색 여부 선택

item 선택 종류 제공 데이터 검색 item 리스트 item 선택시 데이터 출력 방식

국내 (자산별)

과거 데이터

·실시간 제외한 모든 item

·선택 자산별로 제공 가능한 

 item 리스트만 검색

· 특정일자의 마지막 데이터

· 일/주/월/분기/반기/연간 추이
해외 (자산별)

실시간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연동 가능 item 실시간 연동 가능한 수식 생성
  

    - History 조회시 - 국내 또는 해외 중 원하는 자산 선택 후 카테고리별 item 선정

    - 실시간 조회시 - 실시간 데이터 조회 가능한 수식으로 구성해 주는 item으로 구성

      · Ex) 종목-삼성전자, 실시간 item-현재가 구성시 아래와 같은 수식 생성

      · RTD("mpmaster.rtds",,"005930.KR!ClosePrice")

     ③ 카테고리별 Item 속성

      - 일반 : 종목코드, 거래일자, 상장일, 주식수 등의 기본정보

      - 시세 : 가격, 대비, 등락률 등

      - 시세보조 : 시가총액, 거래량, 호가, 예상체결가격 등의 가격관련 부가정보

      - 거래 : 투자주체, 프로그램, 대차거래, 공매도, 신용거래 등

      - 지표 : 재무지표, 변동성, 베타, 베이시스, 민감도 등의 분석지표

      - 배당 : 주식, ETF 등의 배당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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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간 데이터 조회 예시 : item 구성시 속성을 “실시간”으로 체크. 일자는 당일날짜로

    직접 설정

< 종목과 실시간항목 구성 후 출력형식을 Type1으로, 일자를 당일로 설정하여 조회 >

< 출력 결과물 : 종목과 item에 대해 수식이 생성 되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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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History 데이터 조회 예시_Type1

  ■ item구성시 국내/해외의 자산 중 직접 선택(종목 혼합하여 구성 가능)

  ■ 일자 직접 설정

< 종목과 과거 item 구성 후 출력형식을 Type1으로, 원하는 일자 설정하여 조회 >

< 출력결과물 : 특정일자의 정보 출력됨. Date 셀에 직접 일자 변경하여 Refresh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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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History 데이터 조회 예시_Type2

  ■ 시계열 데이터를 세로로 조회시 활용 

  ■ item 구성시 국내/해외의 자산 중 직접 선택(종목 혼합하여 구성 가능)

  ■ 기간 직접 설정

< 종목과 과거 item 구성 후 출력형식을 Type2으로, 원하는 기간 설정하여 조회 >

 < 출력결과물 : 시계열정보가 세로로 출력됨. From/To Date 직접 변경하여 Refresh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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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istory 데이터 조회 예시_Type3

  ■ 시계열 데이터를 가로로 조회시 활용

  ■ item 구성시 국내/해외의 자산 중 직접 선택(종목 혼합하여 구성 가능)

  ■ 기간 직접 설정

< 종목과 과거 item 구성 후 출력형식을 Type3으로, 원하는 기간 설정하여 조회 >

< 출력결과물 : 시계열정보가 가로로 출력됨. From/To Date 직접 변경하여 Refresh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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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템플릿 활용

  ■ 제로인에서 미리 구성한 템플릿을 열어 사용자 목적에 맞게 변경 활용 가능

  ■ 기존의 템플릿을 열어 사용자가 원하는 종목 또는 항목으로 변경 후 Refresh 기능 활용

  ■ 펀드, 주식, 파생, ETF, 지수 등 주제별 템플릿 파일 다수 존재

예시1. 선물 종합 정보 : 실시간 item을 활용하여 전체 선물 종목 시세 조회



- 30 -

예시2. 프로그램매매와 베이시스 추이 : 일자별 프로그램매매와 베이시스 추이 item을

예시2. 활용하여 차트로 활용

예시3. 옵션 시세표 : 실시간 item을 활용하여 옵션종목의 행사가격대별 시세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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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4. 시장별 수급 현황 : 실시간 item을 활용한 투자주체 및 프로그램매매 조회 템플릿

예시5. 금융시장 동향 : 실시간 item을 활용한 국내외 지수 및 선물 시세 템플릿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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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6. 해외 재간접펀드 포트폴리오 분석 : 해외 재간접펀드의 구성펀드종목과, 업종 구성비

예시6. 현황, 국가별 비중 현황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템플릿

예시7.  포트폴리오 평가 : 주식, 파생 등의 포트폴리오를 엑셀에 직접 구성하고, 실시간

예시7.  연동가능한 수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BM 대비수익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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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8. 합성수익률 : 여러 개 펀드의 수익률을 조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성수익률을 계산한

예시8. 템플릿

예시9. LBMA 가격 현황 : 해외 현/선물 가격 정보를 활용한 일간 추이를 비교 템플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