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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태그 

채용공고 요청을 태그하면 채용공고의 소유자가 되어 리크루터에서 Job Wrapping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Job Wrapping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의 핵심입니다. 각 요청 소유자는 Application Tracking System 

또는 채용 사이트 요청에 자신의 개인적인 Job Wrapping 태그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채용공고를 태그할 수 있습니다. 

1. Job Wrapping 대시보드에서 Settings를 클릭하여 Advanced Options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개별 태그를 
커스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태그는 #LI-[your initials + number]입니다. 
이니셜이 동일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 구분하기 
위해 번호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기본 태그를 
변경하려면, 해당 필드에 새 태그를 입력하고 
Submit를 클릭합니다.  
 
참고: 태그한 채용공고는 채용 사이트에서 
만료되거나 태그를 삭제할 때까지 게시됩니다. 
태그는 ‘Posting Rules’ 채용공고 및 ‘Backfilled’ 
채용공고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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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 Tracking System에서 LinkedIn에 게시하고자 하는 요청을 생성할 때마다 직무기술서의 하단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채용공고 슬롯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만 태그를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Do Not Ingest (#LI-DNI) 및 Do Not Post (#LI-DNP) 태그  

LinkedIn에 채용공고가 게시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 태그 중 하나를 채용공고에 추가하면 됩니다.  

• #LI-DNI: LinkedIn에 채용공고가 표시되는 것을 완전히 막습니다. (DNI = Do Not Ingest) 

• #LI-DNP: 채용공고 슬롯이 채용공고로 가득 차는 것을 막으려면, 이 태그를 사용하거나 ‘Block Job’ 
기능을 사용합니다. DNP가 태그된 채용공고는 채용공고 슬롯을 채우지는 않으나, 여전히 LinkedIn 
채용공고 검색에서 기본 채용공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DNP = Do Not Post). 

 

Remote Jobs (#LI-Remote) 태그 

• LinkedIn에 재택근무로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것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구직자를 유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Job Wrapping을 통해 재택근무로 채용공고를 게시하려면, Application 
Tracking System 요청 내의 직무기술서 하단에 #LI-Remote 태그를 추가합니다. 이후 Job Wrapping이 
채용공고 슬롯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새로고침하면 해당 채용공고가 재택근무로 게시됩니다. 

• Remote로 표시된 Job Wrapping을 게시하려면 여전히 유효한 도시 위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위치는 [City, State, Country] 형식 또는 [City, State]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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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태그의 추가 이점 

Application Tracking System에서 채용공고를 태그하면 인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용공고에 태그를 지정하면 채용공고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를 통해 Apply starters 및 Recommended 

matches를 조회하고,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며, 채용공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y Starters 사용 

Apply starters를 Warm Lead로 사용합니다. 채용공고의 Apply starters를 조회합니다. Apply starters는 

‘Apply’를 클릭하고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때 Application Tracking System으로 전송하기 전에 

채용공고 게시자와의 프로필 공유를 선택한 지원자입니다. 이러한 지원자 중 일부는 지원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commended Matches 조회 

Recommended matches를 조회하여 채용공고 세부 사항 및 지원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업무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추천 결과를 확인합니다. Recommended matches는 채용공고 게시 후 바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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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표시 

공개 채용공고에서 구직자에게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공고 조회자의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공고 성과 보기 

Reports > Jobs로 이동한 다음 스크롤을 내려 Job traffic details를 확인합니다. 채용공고 조회와 지원을 

계속 주시하고 지원자 학력 수준, 직급, 지역, 현재 회사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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