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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내용  
  

보내주신 구인자리들의 XML 파일을 포함하는 URL 을 사용하여 인덱싱을 실시합니다. 

XML 파일은 귀사 사이트에서 있는 실제의 구인자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UserAgent="HTTP/1.1 JoobleBot (compatible; http://jooble.org/jooble-bot)"에 의하여 

로봇은 귀하의 XML 을 요청한 지 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XML 을 최소한 하루에 한번이라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귀하는 XML 을 요청하는 

시간과 빈도를 변경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2. XML 포맷  
  

XML 채널의 제목에서 코딩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 은 공동 태그를 포함해야 합니다<jobs>. 

각 구인자리 또는 채용 공고가 새로운 태그에서<job> 묘사합니다. 이와 같은 태그가 

귀하의 구인자리의 식별자를 가리키는 하나 유일한 속성만 "id" 가질 수 있습니다. 

<jobs> 태그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필수적 태그 :  

  

<link> - Jooble 은 방문자를 보내도록 할 구인자리의 완전한 URL . 구인자리의 완전한 묘사에 

참고하는 링크입니다.   

<name> - 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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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구인자리의 지역 목록. 텍스트 형식으로 어떤 구두점을 표시하여 지역명을 열거해도 

됩니다.  

<description> -구인자리의 완전한 묘사. 구인자리의 완전한 묘사를 가진 XML 채널만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페이지에서 구인자리의 묘사, 자격 요건 업무, 근무 조건 등 같은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태그에 포함해야 합니다.  

<pubdate> -고용주는 채용 공고를 올린 날짜. DD.MM.YYYY 와 같은 국제적인 형식으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updated> * -마지막 구인자리 변경의 날짜. 변경이란 구인자리의 묘사를 변경하거나 고용주로 

기재하는 날짜를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 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진행하는 경우). 

DD.MM.YYYY 와 같은 국제적인 형식으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alary>** -급여 및 통화. 예: 300$, 1500€, 167£.  

<company>** -화사명, 고용주명  

<expire>** - 구인자리의 마감일. DD.MM.YYYY 와 같은 국제적인 형식으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obtype>** - тип работы/контракта  

* - Jooble 인덱싱에 추가한 귀하의 XML 의 45 일을 넘지 않은 구인자리만 인덱싱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칙을  <pubdate>, <updated> 태그를 위한 작용합니다. <updated> 태그가 없는 경우 

<pubdate> 태그의 날짜를 고려하게 됩니다.  

<pubdate>, <updated> 태그가 둘다 없는 경우 구인자리가 인덱싱에 포함한 지 45 일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 - 이런 정보는 귀하 사이트에 있으면 ** 태그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런 태그를 추가할 경우 

귀하의 구인자리의 상위를 높이고 Jooble 에게서 받는 타겟 트래픽의 양을 훨씬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태그의 내용을 CDATA 에 넣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와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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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ML 채널의 샘플  
<?xml version="1.0" encoding="utf-8"?>  

<jobs>  

  <job id="1604354">  

    <link><![CDATA[http://example.com/Handlers/DoRedirect.aspx?messageId=249299382]]></link>  

    <name><![CDATA[English Teacher]]></name>  

    <region><![CDATA[London, Derby]]></region>  

    <salary><![CDATA[£161/day]]></salary>  

    <description><![CDATA[Teachers UK, a well-respected and experienced education recruitment specialist 

are currently welcoming CV’s for candidates interested in securing long term or permanent positions for the 

new academic year. Formed in 1997 we have successfully built and maintained a strong and loyal client base 

across Derbyshire, Staffordshire, Nottinghamshire, South Yorkshire, Lincolnshire and Leicestershire.  

[...]  

We provide competitive compensation, including stock options and a full benefit plan. Join our winning team!  

Apply Now!]]>  

    </description>  

    <company><![CDATA[BIG CORPORATION]]></company>  

    <pubdate>11.07.2014</pubdate>  

    <updated>27.07.2014</updated>  

    <expire>03.09.2014</expire>  

     <jobtype><![CDATA[Full-time]]></jobtype>  

  </job> </jobs>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xml_support@jooble.com연락해주세요. 

mailto:xml_support@joob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