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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졸 신규 채용에 대한 체감도는 59%가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고, ‘작년보다 좋다’는 2%에 불
과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가 29%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 24%, ‘불안함, 우울함,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 가중’ 18% 등의 순이었다.

•대학생 및 졸업자, 올해 하반기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 59%

[그림] 2021년 하반기 취업 체감도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가운데 취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34%), 의례적으로 하고 있거나(23%), 쉬고 있는(8%) 등 구직 활동을 사실상 단념한 대
학생 및 졸업자는 65%로 3명 중 2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가 65%
로 가장 높았다. 
[그림] 대학생 및 졸업자 구직 활동 상태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대학생 10명 중 6-7명 사실상 구직 단념’, 2021.10.13.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및 수료/졸업생 2,713명, 설문지 응답, 2021.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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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준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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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그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상위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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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대학생 10명 중 6-7명 사실상 구직 단념’, 2021.10.13.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및 수료/졸업생 2,713명, 설문지 응답, 2021.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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