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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systematic review and a meta-analysis were performed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in Korea. Methods: Literature between 2000 and January 2021 were used to support the meta-analysis, which 
focused on 21 factors extracted from 50 articles using a random effects model.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in the effect size 
was calculated. Results: Substantial literature was published after 2011 (76%); in academic journals (74%); and targeted non-
metropolitan areas (40%). Lawler’s turnover intention tool was used in several studies. The effect size for each ecosystem was 
in the order of microsystem (r=0.325), mesosystem (r=0.307), macrosystem (r=0.259), exosystem (r=0.176), and individuals 
(r=0.171). The random-effects model indicated an overall average of r=0.311. The factor that showed a large effect size in relation 
to turnover intention w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icrosystem (r=-0.594). Furthermore, mesosystem reward (r=-
0.416), microsystem burnout (r=0.464), job stress (r=0.408), and job satisfaction (r=-0.405) were identified as other major factors. 
Conclusions: To lower the turnover rate of dental hygienist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factors belonging to the microsystem, 
and mesosystem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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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수급 문제와 이직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이 팽배한 실정

이다. 최근 치과위생사는 매년 4천2백여 명이 배출되고[1] 있으며 면허 등록자 수는 8만3천8백 명에 달한다[2]. 하지만 실제 치과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치과위생사는 3만 5천명으로[2] 면허등록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이직률은 75.6%로 평균 2.5회의 이직횟수를 나
타내고 있기 때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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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긍정적 평가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유능한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새로운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4], 개인적 측면으로는 역량 강화
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으로 볼 수 있다[5]. 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바뀌면서 숙련되지 않은 인력으로 인한 의
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6], 조직의 경영성과에 손실을 가져오며[7], 동료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8]. 또한 구
성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조직에 불만족인 구성원들이 많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이미지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9]. 
따라서 치과위생사 이직의 본질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직에 관한 선행연구 대다수는 이직이나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이직의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직 자체의 행위변인을 추적 조
사하는 과정상의 난제도 있으나, 이직의도는 이직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며[10,11], 이직을 예측하는 실용적인 자료로[12] 실증분석 사례
에서도 의미가 수차례 검증되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다양한 이직의도 관련 연구들을 통해 이직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
다. 그러나 각 연구들은 특정 대상과 변수만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연구들로부터 종합적인 결과를 도
출하는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요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유용성을 확인받은 생태체계모델을 이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들을 분류하고 영향력
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생태체계모델은 개인을 다각적 차원에서 이해하며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5개의 분류 체계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14]. 그러므로 치과위생사 이직의도 관련요인을 생태체계별로 유목화하여 효과크기를 검증하고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체계와 관련요인들
의 통합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추후 치과위생사의 고용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의 방향성과 중재 전략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대해 양적 연구한 개별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생태체계이론[14]을 적용하여 관

련요인을 유목화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Fig. 1>. 생태체계의 중앙에 위치한 개인은 성격과 기질을 포함한다. 미시체계(microsystem)는 근
무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직장 동료 및 환자와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근무
행태와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보상, 복지, 업무 부담과 업무 환경 등의 요인을 의미하며, 외체계(exosystem)는 소속되어 있으나 능동적으로 관여
하지는 않는 병원의 행정과 경영에 관한 운영적 특성을 의미한다. 거시체계(macrosysmet)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규범 등의 광범위한 사
회환경 특성을 의미한다.

2. 문헌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문헌 선정을 위해 ‘한국 임상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은 무엇인가?’를 이직의도 관련요인 핵심질문(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 Study design, PICOS)으로 설정하였다.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선정기준은 1) 2000년 이후 출판, 2) 
한국 임상치과위생사(participants), 3) 이직의도 관련요인(intervention), 4) 이직의도 제시(outcome), 5) 양적연구(study design), 6) 상관계
수 값이 제시된 문헌이었다. 배제기준은 1) 전문을 구할 수 없는 문헌, 2) 결과변수에 이직의도를 포함하지 않은 문헌, 3)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
은 문헌, 4) 특정 하위요인만 상관계수가 제시된 문헌, 5) 효과크기를 구할 수 없는 질적 연구나 문헌, 6)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문
헌이었다.

3.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는 Cochran collaboration의 체계적 문헌고찰 핸드북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Fig. 2>.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문헌검색을 하였다. 국내 문헌은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Med),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과학기
술정보센터(NDSL), 국회도서관(Nanet), 국립중앙도서관(NLK) 한국의학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에서 검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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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문헌은 의학분야 전자데이터베이스(OVID Medline & Pubmed), 유럽의학분야전자데이터베이스(Excerpta Medica dataBASE, 
EMBASE)를 이용하였다. 검색식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MeSH 용어, 제목과 초록의 text word를 AND/OR 및 절단 검색을 적절히 적용하였
다. 한국어 검색어는 ‘치과위생사’ AND (‘이직의도’ OR ‘이직’)이었고, 영어 검색어는 (‘dental hygienists’ [MeSH] AND ‘Korea’ [MeSH]) AND 
(‘turnover’ OR ‘intention’ [MeSH] OR ‘employment’ [MeSH] OR ‘quitting’ OR ‘occupation’ [MeSH])이었다.

이후 서지반출 프로그램 엔드노트(EndNote X9)를 이용하여 771편의 문헌이 중복되었음을 확인하여 총 269편을 선정하였다. 본문을 확인하
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49편과 결과변수로 이직의도를 보고하지 않은 108편, 상관계수가 없는 28편, 질적 연구 등 효과크기를 구할 수 없는 
11편, 타 직종이 포함된 10편, 남자 치과위생사만으로 한정한 1편, 통계치 오류로 값을 신뢰할 수 없는 4편,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공통의 데이
터를 이용한 3편, 하위요인만을 제시한 4편, 2000년 이전 연구 1편을 제외하였다. 선별된 문헌을 최종 검토하여 총 50편을 선정하였으며 체계
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32개 요인으로 유목화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문헌선정 기준은 요인별 2편의 연구물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3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Fig. 1. Study model using ecolo gica l systems theory 

Fig. 2. PRISMA flow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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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의 질 평가
문헌의 질은 Law 등[15]의 Critical review form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문헌고찰, 설계, 표본(자세한 기술, 표본크기 정당화), 측정변수(신

뢰도, 타당도), 중재방법(중재 설명 여부, 중재 오염, 중복 중재 여부), 결과(통계적 유의성, 분석방법, 임상적 의의, 대상자 탈락 기록), 결론과 함
축으로 15항목이었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함께 재검토하여 논의하며 조율하였다. 이후 선정문헌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 50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R 4.0.5 프로그램의 ‘meta’와 ‘metafor’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산출은 임상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대한 상

관계수(r) 효과크기를 사용하였고, 메타분석에서 개별 r값을 표준화한 Fisher’s Z로 변환하였다[16]. 체계 별 총 효과크기 산출에서 역방향을 가
진 요인들을 병합할 경우 상쇄효과로 효과크기가 작아지지 않도록 연구자가 효과의 방향을 설정하였다[16]. 선정한 문헌은 무선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Cochrane의 Q통계량, Higgins의 I2통계량으로 통계적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전체 분산 값으로 실제 분
산과 표집오차를 더한 Q통계량 값을 근거로 동질성 검사를 시행하여 p값이 0.1보다 작은 경우 문헌들 간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총 분산에 
대한 실제 연구간 분산의 비율인 I2통계량이 25% 미만이면 이질성이 작고, 25-75%이면 중간, 75% 이상이면 이질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17]. 
출판편의 경향성은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Funnel plot[18]을 이용하였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Trim-and-Fill 방법[19]으로 대칭화하였다. 
선정문헌의 효과크기는 작은 효과크기(r=0.10), 중간 효과크기(r=0.30), 큰 효과크기(r=0.50)로 해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었
는지를 통해 유의성을 판단하였다[20].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문헌의 특성
최종 선정한 50편의 문헌은 2000년부터 10년까지 12편(24%), 11년부터 15년까지 21편(42%), 16년부터 21년 1월까지 17편(34%)이었다. 연

구지역은 비수도권이 20편(40%), 수도권과 비수도권 혼재가 12편(24%), 수도권이 12편(24%), 전국단위가 4편(8%)이었다. 출판유형은 학술지 
논문이 37편(74%), 학위논문은 13편(26%)이었다.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제시하지 않은 6편을 제외하면 Lawler 도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었다<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ecological systems
1st Author (yr) SS PT L Measurement for turnover intention RF QA
Kang BW (2002) 1,190 JA N N/A 12 9
Kang BW (2002) 213 JA Me NR 19 10
Kang BW (2003) 346 JA Me N/A 8,10,14,15,18,21,24,26,27,29,30 10
Kang OH (2006) 356 JA Me Price & Mueller (1990) → Seo YJ & Go JU 

(1995)
5,6,7,12,15,16,18,21,24,26,30,32 9

Yoon MS (2006) 348 JA N NR 14,18,21,24,26,27,29 9
Go EJ (2009) 280 JA N - M Seo YJ (1995), Kim HS (2003), Price & 

Mueller (1981)→ Kang OH (2004)
5,6,7,14,16,21,26,28,30 10

Kawk MH (2010) 217 T N - M Park SS (1998) → Seo EH (2002) 14,26,27,28 11
Kim GY (2010) 217 JA N Michaels & Spector (1982) 12,27,31 12
Shin SJ (2010) 135 JA Me Michael & Spector (1982), Yoon JA & Lee HJ 

(2007)
12,21 12

Choi HN (2010) 152 JA N - M Mobley (1982) → Cheon SD (2005) → Moon 
SJ (2010)

12,17,19,21,22 11

Heo SE (2010) 222 JA N - M Michael & Spector (1982) → Lee GH (1995) 
→ Min BH (2010)

17,22 11

Yeon MR (2011) 143 T Me Lee SR (2005) 12,16 11
Kim JS (2012) 201 JA N - M Lawler (1983) → Kim YR (2007) 8 9
Lee CS (2012) 175 JA Mi Lee SM (1995) 21,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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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 be continued
1st Author (yr) SS PT L Measurement for turnover intention RF QA
Choi WJ (2012) 316 T Me NR 15,28,29,32 11
Ko GH (2013) 261 T Mi Lawler (1983) → Seo EH (2003) 21,22 12
Kim JM (2013) 191 T N - M Slavitt et al. (1978) → Ju JH (2009) 13,17 12
Lee MH (2013) 200 T N - M NR 22 11
Moon SJ (2013) 298 T N - M Slavitt et al. (1978) → Ju JH (2009) 13,22 11
Park SY (2013) 206 JA N - M Lawler (1983) → Kim YR (2007) 5 11
Lee SM (2013) 311 JA Me Choi WJ (2012) 15,21,28,32 11
Yun HK (2014) 214 JA N - M Price & Muller (1986), Price & Muller (1990) 

→ Seo YJ & Go JU (2002) → Kim SJ (2007)
12,18,21 11

Lee JH (2014) 257 JA N - M NR 1,3,23 11
Jeon JH (2014) 277 JA N - M Lee SR (2005) 11,21 11
Choi JH (2014) 243 JA Me Mobley (1977) → Lee SR & Park SL (2006) 6,8,15,18,28,30 11
Min HH (2015) 281 JA Mi Lee SR (2005) 9,16 11
Min HH (2015) 415 JA Mi Price & Muller (1990) → Seo YJ & Go JU 

(2002)
9,12,17,21,22

Park YN (2015) 227 JA N - M Becker (1992), Mobley (1982) → Yeon SK 
(2012)

12,14,21,22 11

Oh HS (2015) 326 JA Metro Lawler (1983) → Kim YR (2007) → Park SM 
(2013)

13,17 11

Jeong KY (2015) 215 JA N - M Slavitt et al. (1978) → Joo JH (2009) → Kim 
JM (2013)

13,17 11

Kim CR (2015) 270 T Me Michael & Spector (1982) 5,13,15,17,21,26 12
Ji MG (2015) 270 JA N - M Lee SR (2005) 16,21 11
Min HH (2016) 202 JA Mi Price & Muller (1990) → Seo YJ,Go JU (2002) 6,12,17,21,22 12
Lee MR (2016) 169 JA N - M Seo YJ (1995), Price & Mueller (1981) → 

Kim HS (2003), Kang OH (2004) → Go EJ et 
al. (2009)

21 11

Ji MG (2016) 221 JA N - M Price & Muller (1990) → Seo YJ & Go JU 
(2002)

12,17,22 10

Han SY (2016) 516 JA N/A Mobley (1979) → Lee GH (2004) 17,21,22 12
Doe YJ (2016) 169 T Mi Yeun EJ & Kim HJ (2013) 21 12
Kim YK (2017) 229 JA N Lawler (1983) → Park HS (2002) 21,22 10
Son JL (2017) 240 JA Mi Price & Muller (1990) → Seo YJ & Go JU 

(2002)
23 10

Kim YW (2018) 199 JA Mi Mobley (1979) → Kang IJ (2015) 1,2,4,5,16,20,21 10
Noi SM (2018) 223 JA Me Lawler (1983), Yoon GS & Kim SY (2010) 13,15,21 11
Min KH (2019) 200 JA Mi Mobley (1977) → Kim JH (2010) 12 11
Seong MG (2019) 374 JA N - M Gwon SB (1995), Oh JS (2001) 21,25 12
Kim HJ (2019) 311 T NR Michael & Spector (1982) → Lee JH (2014) 5,12,21 11
You EJ (2019) 220 JA Mi Mobley (1982), Becker (1992) → Kim NH & 

Park JS (2015)
12,20 12

Yun MH (2019) 220 JA Mi Lee SR (2005) → Lee YH & Lim WK (2011) 13,17,22 12
Ku HY (2020) 225 T N - M Cook et al. (1981) → Park HS (2002) 21 11
Kim JI (2020) 202 T Me NR 12,17,23 10
Yoon NN (2020) 380 T Mi Mobley (1982) → Moon SJ (2010) 14,31 11
Yoon SU (2020) 259 JA N - M Lawler (1983) → Seo EH & Lee MS (2002) 13,21 12
SS: Sample size, PT: Publication type, L: Location, RF: Related factors, QA: Qualiry assesment (15 point)
JA: Journal article, T: Thesis
N: Nationwide, Me: Metropolitan area, Mi: Mixed (metro+non-metropolitan area), N-M: Non-metropolitan area, N/A: Not available, NR: 
Not reported
Related factors: 1=Year, 2=Education, 3=Total career, 4=Position, 5=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Negative attention, 7=Self-growth, 
8=Self-esteem, 9=Happiness index, 10=Motivation factors, 11=Sense of humor, 12=Organization commitment, 13=Emotional labor, 
14=Interpersonal relationship, 15=Support, 16=Professionalism, 17=Burnout 18=Role conflict, 19=Empowerment, 20=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21=Job satisfaction, 22=Job stress, 23=Work harassment, 24=Decision, 25=Job performance, 26=Reward, 
27=Welfare, 28=Work environment, 29=Work scope, 30=Work burden, 31=Internal marketing, 32=Exter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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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체계 별 이직의도 관련요인 효과크기
이직의도 관련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0.311로 중간크기였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소진 요인이 10편 이상의 문헌에서 보고

되고 있었다. 생태체계별 효과크기는 미시체계(0.325), 중간체계(0.307), 거시체계(0.259), 외체계(0.176), 개인(0.171) 순이었고, 모두 중간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관련요인 수는 미시체계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중간체계(5개), 개인(3개), 외체계와 거시체계(1개) 순이었으며, 미시체계 중 
조직몰입의 효과크기 값이 가장 높은 –0.59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간 값을 나타낸 19개 요인 중 15개 요인이 유의하였으며, 상위 5
개의 요인은 미시체계의 소진(0.464), 중간체계의 보상(-0.416), 미시체계의 직무스트레스(0.408)와 직무만족(-0.405), 직장 내 괴롭힘(0.358)이
었다. 작은 효과크기에서는 유의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32개의 관련요인 중 3편 이상의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요인이 21개 요인이었고, I2

값은 92.8%로 이질적인 분포를 보였다<Table 2>.

Table 2. Effect size of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ecological system

Related factors k ESr 95% CI Z p Heterogeneity
Lower Upper I2 (%) Q* df

Individual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 -0.158 -0.263 -0.049 -2.84  0.005 79.9  24.85 5
Negative attention  4  0.085 -0.061  0.227  1.14  0.254 82.8  17.49 3
Self - esteem  3 -0.104 -0.452  0.272 -0.53  0.594 96.6  57.99 2
Subtotal 11  0.171  0.089  0.249  4.10 < 0.001 79.8  49.54 10

Micro (occupation) 
Emotional labor  8  0.307  0.225  0.384  7.06 < 0.001 74.7  27.72 7
Interpersonal relationship  6 -0.309 -0.403 -0.209 -5.84 < 0.001 81.0  26.35 5
Support  7 -0.318 -0.384 -0.247 -8.45 < 0.001 67.4  18.40 6
Burnout 12  0.464  0.374  0.545  9.03 < 0.001 89.4 103.47 11
Role conflict  5  0.105 -0.179  0.373  0.72  0.469 96.8 125.76 4
Decision  3 -0.181 -0.331 -0.023 -2.25  0.025 85.6  13.90 2
Professionalism  6 -0.209 -0.356 -0.052 -2.60 < 0.001 89.9  49.34 5
Organization commitment 15 -0.594 -0.655 -0.526 -13.50 < 0.001 90.4 145.16 14
Job satisfaction 26 -0.405 -0.514 -0.284 -6.09 < 0.001 97.0 845.89 25
Job stress 13  0.408  0.308  0.499  7.40 < 0.001 90.9 132.47 12
Workplace harassment  3  0.358  0.182  0.511  3.86 < 0.001 84.5  12.90 2
Subtotal 49  0.325  0.265  0.382 10.13 < 0.001 93.0 690.10 48

Meso (work)
Reward  6 -0.416 -0.525 -0.293 -6.18 < 0.001 89.1  45.73 5
Welfare  4 -0.244 -0.385 -0.093 -3.12 < 0.001 85.7  20.92 3
Work burden  4  0.097 -0.157  0.339  0.75  0.456 95.1  61.52 3
Work environment  5 -0.192 -0.427  0.068 -1.45  0.146 95.8  95.78 4
Work scope  3 -0.331 -0.531 -0.095 -2.71  0.006 93.7  32.00 2
Subtotal 10  0.307  0.218  0.391  6.51 < 0.001 85.2  60.92 9
Exo (hospital)
Internal marketing  3 -0.147 -0.337  0.055 -1.42  0.154 87.0  15.36 2
Subtotal  3  0.176  0.027  0.318  2.31  0.021 76.5   8.50 2

Macro (external)
External environment  3  0.259  0.103  0.403  3.20  0.001 85.0  13.30 2
Subtotal  3  0.259  0.103  0.403  3.20  0.001 85.0  13.30 2

Total 50  0.311  0.252  0.367 90.91 < 0.001 92.8 679.43 49
k: Number of studies, ESr: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 
*Cochrane’s Q statistics,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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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물의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학위논문이 0.359로 학술지 논문(0.294) 보다 높았으나 출판유형 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Q=0.95, 

p=0.332).

4. 출판편의
개별 효과크기들의 전체적인 분포는 좌측으로 편향된 비대칭으로 출판편의가 확인되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trim-and-fill 방법으로 8편의 

문헌을 추가하였다. 효과크기는 보정 전 0.311(95% CI: 0.252~0.367)에서 보정 후 0.361(95% CI: 0.303~0.415)로 15%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Fig. 3>.

Fig. 3. Funnel plot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생태체계모델을 적용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이직 의도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관련요인의 영

향력과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문헌의 출판시기별 양을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 24%에서 2011년 이후 7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치과
위생사 이직률이 2020년 기준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므로[21]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지역은 수도권역에 비해 비수도권역이 많았다. 복지조건이 보다 나은 수도권으로 치과위생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으
므로[22] 비수도권에서의 치과위생사 이직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이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었다. 이직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가 중요한데, Lawler[24] 
도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한 본 연구와 박[23]의 조사결과는 일치하였다.

생태체계모델에 적용하여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이직의도 관련요인을 32개로 유목화하여 메타분석하면서 21개 요인으로 요약한 전
체 효과크기 평균은 0.311로 중간크기를 나타냈다. 생태체계에서 미시체계가 0.325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포함된 요인 중 조직몰
입이 –0.594로 가장 효과크기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이직의도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25,26]
에서도 조직몰입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 이직의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미시체계에 속하는 소진(0.464), 
직무스트레스(0.408), 직무만족(-0.405)도 효과크기가 높고,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아 이직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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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0.331), 사회 및 동료의 지지(-0.318) 등도 중간 효과크기로 유의하였으며, 관련 문헌의 수도 많아 의미가 높았다. 미시체계 다음으로 
0.307의 효과크기를 나타낸 중간체계에 속한 보상 요인은 -0.416으로 조직몰입과 소진 요인에 이어 이직의도에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외에도 업무 범위와 복지 요인도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로 주요한 요임을 알 수 있었다. 임상치과위생사 5,708명을 대상으로 한 이직
조사에서도 주요원인이 임금, 복지, 업무과다라고 하였고[27], 송[28]도 주된 원인을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의료 
업무에서의 직종과 직위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확히 하고 이에 따른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이직 감소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었다. 광범위한 사회 환경적 특성을 의미하는 거시체계의 단일 요인인 외부환경 효과는 0.259로 중간크기를 나타냈다. 현 직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근무조건이 좋은 외부 기회가 주어지면 이직하려는 의도를 쉽게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의해 조직 내 우수한 
인력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조직 구성력을 갖추며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긍
정심리자본, 자아존중감, 부정적 태도 등이 속한 개인 생태체계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직의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의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29]에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 이직의도의 경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0.158로 효과크기가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이 지닌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일 때 성과와 만족도 수
준이 높아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생태체계의 효과크기는 0.171로 가장 작았고, 메타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을 파악한 이[30]도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여 개인 생태체계는 이직의 직접적 요인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
시적 체계에 속한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에 관련된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태체계에서 외체계로 분류되는 내부 마케팅 요인 -0.147로 효과크기도 작았지만 관련문헌의 수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행정과 경
영에 관련한 운영적인 특성은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이직은 병원 
내부 특히 진료실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과 관련된 미시체계에 속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직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 생태체계 보다 효과크기가 크지만 관련연구가 부족한 중간체계와 거시체계로 분류되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출판편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Trim-and-fill 보정 후 효과크기를 파악한 결과 95% 신뢰구
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고,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이 학술지 논문보다 효과크기가 높지 않았으나, 효과크기 10% 미만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보다 큰 15%를 나타냈으므로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문헌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헌 전
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출판유형만을 하위 그룹분석(sub-group analysis)에 포함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져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 그룹
분석과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매개관계와 상호 조절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이직의도와 관련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메타 분석을 통해 이직의도 관련 생태체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체계와 요인의 
효과크기를 제시하며, 생태체계모델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높다. 다양한 관점에서 밝혀진 이직의도 관련요인들을 체
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한 본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중재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 관련요인들을 생태체계모델에 따라 분류하고 요인별 효과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부터 2021년까지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 논문에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는 문헌 50편을 선정하여 관련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체계적으로 고찰
하여 32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메타분석하여 21개 요인으로 요약한 후 효과크기 값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 이후에 출판한 문헌(76%)과 학술지 논문(74%), 비수도권 지역(40%)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많았으며, Lawler의 이직의도 도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2. 생태체계별 효과크기는 미시체계(0.325), 중간체계(0.307), 거시체계(0.259), 외체계(0.176), 개인(0.171)순이었고, 생태체계 평균 효과크기
는 0.311이었다.

3. 이직의도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요인은 미시체계의 조직몰입(-0.594)이었다. 중간체계의 보상(-0.416), 미시체계의 소진(0.464)과 직무
스트레스(0.408), 직무만족(-0.405), 직장 내 괴롭힘(0.358), 업무범위(-0.331), 사회 및 동료의 지지(-0.318)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평균 이상의 높
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4. 치과위생사 이직문제는 중간체계의 보상을 포함하여 미시체계에 속하는 요인들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
영한 체계별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662 ̇  J Korean Soc Dent Hyg 2021;21(5):655-66 이다솜 · 김동희 · 한경순 / 생태체계모델에 따른 한국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663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Conceptualization: DS Lee, GS Han; Data collection: DS Lee, DH Kim, GS Han; Formal analysis: DS Lee, GS Han; Writing - original 

draft: DS Lee, GS Han; Writing - review & editing: DS Lee, DH Kim, GS Han

References
1.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Examination	Guide[Internet].	KHPLEI.	[cited	2021	Apr	07].	Available	from:	http://

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1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2020[Internet].	MOHW.	[cited	2021	Apr	07].	Available	from:	

http://210.179.230.152:8083/statHtml/statHtml.do?orgId=358&tblId=DT_IEB001_3&conn_path=I2.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asic	data	collection	for	nurturing	high-quality	health	and	medical	personnel[Internet].	MOHW;	2019.	[cited	

2021	Apr	07].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1956.
4.	 Mobley	WH,	Griffeth	RW,	Hand	HH,	Meglino	BM.	Review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employee	turnover	process.	Psychological	bulletin	

1979;86(3):493-522.	https://doi.org/10.1037/0033-2909.86.3.493
5.	 Yoo	YS.	Factor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Jour.	of	KoCon.a	2011;11(5):338-46.	https://doi.org/10.5392/

jkca.2011.11.5.338
6.	 Ju	OJ,	Kim	KS,	Lee	HO.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among	dental	hygienists	in	the	region	of	J.	J	Dent	Hyg	Sci	

2007;7(4):251-6.
7.	 Lee	SM,	Choi	WJ,	Han	GS,	Kim	CH.	Influencing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using	by	the	path	analysis.	J	Korean	Soc	Dent	

Hyg	2013;13(6):941-9.	https://doi.org/10.13065/jksdh.2013.13.06.941
8.	 Min	HH,	Kim	YS.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in	new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1047-55.	https://

doi.org/10.13065/jksdh.2016.16.06.1047
9.	 Kim	YO,	Park	HJ.	Exploring	‘Intention	to	Leave’	management	in	Korean	IT	firms	at	India	:	the	role	of	CSR.	Korea	trade	review	2017;42(6):69-85.
10.	 Parasuraman	S.	Nursing	turnover:	an	integrated	model.	Res	Nurs	Health	1989;12(4):267-77.	https://doi.org/10.1002/nur.4770120409
11.	 Zimmerman	RD,	Darnold	TC.	The	impact	of	job	performance	on	employee	turnover	intentions	and	the	voluntary	turnover	process:	a	

meta‐analysis	and	path	model.	Personnel	Review	2009;38(2):142-58.	https://doi.org/10.1108/00483480910931316
12.	 Price	JL,	Mueller	CW.	Professional	turnover:	the	case	of	nurses.	Health	Syst	Manage	1981;15:1-160.
13.	 Griffeth	RW,	Hom	PW,	Gaertner	S.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employee	turnover:	Update,	moderator	tests,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next	millennium.	J	manage	2000;26(3):463-88.	https://doi.org/10.1177/014920630002600305
14.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US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352.	American	psychologist	1979;34(10):844.
15.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Critical	review	form–quantitative	studies[Internet].	UNISA.	[cited	2021	Apr	07].	Available	from:	http://

www.unisa.edu.au/siteassets/episerver-6-files/global/health/sansom/documents/icahe/cats/mcmasters_quantitative-review.pdf.
16.	 Borenstein	M,	Hedges	LV,	Higgins	JPT,	Rothstein	HR.	Introduction	to	meat-anaylsis.	1st	ed.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2009:	41-3.
17.	 Higgins	JP,	Thomas	J,	Chandler	J,	Cumpston	M,	Li	T,	Page	MJ,	et	al.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2nd	ed.	

Garsington	road-Oxford,	UK:	John	Wiley	&	Sons;	2019:	728.
18.	 Light	EA,	Pillemer	DB.	Summing	up:	the	science	of	reviewing	research.	highlighting	ed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1-191.
19.	 Duval	S,	Tweedie	R.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2000;56(2):455-63.	https://doi.org/10.1111/j.0006-341x.2000.00455.x
20.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York:	Routledge;	1988:	1-567.	https://doi.org/10.4324/9780203771587
21.	 Nam	YO,	Park	SA.	Current	status	of	workplace	bullying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20;20(4):479-90.	https://

doi.org/10.13065/jksdh.20200044



664 ̇  J Korean Soc Dent Hyg 2021;21(5):655-66 이다솜 · 김동희 · 한경순 / 생태체계모델에 따른 한국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665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22.	 Yoon	MS,	Lee	KH,	Choi	MS.	A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06;6(3):147-52.
23.	 Park	SA,	Lee	JY.	A	literature	review	on	measurement	tools	for	dental	hygienist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2019;19(1):	

1-17.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01
24.	 Lawler	EE.	Satisfaction	and	behavior.	Perspectives	on	behavior	in	organizations.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83:	78-97.
25.	 Heo	MY.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s;	a	meta–analysi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1;35(3):181-97.
26.	 Oh	IS,	Kim	KH,	Darnold	TC,	Hwang	JO,	Yoo	TY,	Park	YA,	et	al.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a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with	Korean	sample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2007;15(4):43-86.

27.	 Kang	HS,	Jung	YR,	Cho	YY.	Survey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nation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8;18(6):863-
78.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74

28.	 Song	KH,	Kim	YJ.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nursing	aids.	J	Korean	Soc	Dent	Hyg	
2013;15(1):1-11.

29.	 Gang	KB,	Lee	YJ.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urnover	intention	of	care	worker.	Jour.	of	KoCon.a	2015;15(11):126-36.	https://
doi.org/10.5392/JKCA.2015.15.11.126

30.	 Lee	YO,	Kang	JY.	Related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Korean	J	Adult	
Nurs	2018;30(1):1-17.	https://doi.org/10.7475/kjan.2018.30.1.1

31.	 Sutton	AJ,	Duval	SJ,	Tweedie	RL,	Abrams	KR,	Jones	DR.	Empirical	assessment	of	effect	of	publication	bias	on	meta-analyses.	BMJ	
2000;320(7249):1574-7.	https://doi.org/10.1136/bmj.320.7249.1574

List of Systematic review & Meta-Analysis
1.	 Kang	BW.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dental	hygienists.	Bulletin	of	Dongnam	Health	University	

2002;20(1):83-91.
2.	 Kang	BW,	Lee	S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owerment,	self-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02;2(2):131-43.
3.	 Kang	BW.	A	study	of	the	causal	factor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Bulletin	of	Dongnam	Health	University	2003;21(1):115-21.
4.	 Kang	OH.	The	determinants	of	intent	to	leave	of	dental	hygienists	at	dental	clinics.	J	Dent	Hyg	Sci	2006;6(2):107-11.
5.	 Yoon	MS,	Lee	KH,	Choi	MS.	A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06;6(3):147-52.
6.	 Go	EJ,	Cho	YH,	Yoon	HS.	Relative	factors	intent	to	leave	for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09;9(4):644-58.
7.	 Kawk	MH.	The	effect	of	work	environment	on	the	turnover	in	dental	hygienists[Master’s	thesis].	Gyeongsan:	Univ.	of	Daegu	Catholic,	2010.
8.	 Kim	GY,	Chung	WG.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n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	in	Korean	dental	

settings-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4):505-15.
9.	 Shin	SJ,	Chung	WG,	Kim	GY.	Impact	of	four	dimension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job	attitudes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4):525-33.
10.	 Choi	HN,	Lim	SR,	Cho	YS.	Factor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0;10(6):973-81.
11.	 Heo	SE,	Ji	JH.	The	mediating	effects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for	dental	hygienists.	Korean	

Public	Health	Res	2010;36(2):35-55.
12.	 Yeon	MR.	The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intention	to	change	jobs	among	dental	

hygienists[Master’s	thesis].	Suwon:	Univ.	of	Ajou,	2012.
13.	 Kim	JS,	Won	YS,	Park	SY.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in	part	of	Jeonbuk	area.	J	Korean	Soc	

Dent	Hyg	2012;12(2):307-15.	https://doi.org/10.13065/jksdh.2012.12.2.307
14.	 Lee	CS,	Lim	SH,	Han	JH.	The	effect	of	the	intramural	marketing	activities	in	dental	hygienist’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2;12(1):15-22.
15.	 Choi	WJ.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eparation	intentions	dental	hygienists[Master’s	thesis].	Inchoen:	Univ.	of	Gachon,	2012.
16.	 Ko	GH.	Effect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in	one	network	dental	hospital	and	clinic[Master’s	

thesis].	Jinju:	Univ.	of	Gyeongsang	National,	2013.
17.	 Kim	JM.	The	relations	among	emotional	labor,	burn	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Master’s	thesis].	Jinju:	Univ.	of	

Gyeongsang	National,	2013.



664 ̇  J Korean Soc Dent Hyg 2021;21(5):655-66 이다솜 · 김동희 · 한경순 / 생태체계모델에 따른 한국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665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18.	 Lee	MH.	Effect	of	job	stress	on	job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in	Daegu	area[Master’s	thesis].	Gyeongsan:	Univ.	of	Yeungnam,	
2013.

19.	 Moon	SJ.	Effect	of	dental	hygienists’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13.
20.	 Park	SY,	Kim	JS.	A	study	on	the	self-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KJOHSM	2013;7(4):23-32.	https://doi.org/10.12811/

kshsm.2013.7.4.023
21.	 Lee	SM,	Choi	WJ,	Han	GS,	Kim	CH.	Influencing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using	by	the	path	analysis.	J	Korean	Soc	Dent	

Hyg	2013;13(6):941-9.	https://doi.org/10.13065/jksdh.2013.13.06.941
22.	 Yun	HK.	Effect	of	newly	appointed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on	organization	effectiveness.	Jour.	of	KoCon.a	2014;14(2):442-9.	https://

doi.org/10.5392/JKCA.2014.14.02.442
23.	 Lee	JH,	Choi	JM,	Lee	YA.	The	help	of	experienced	dental	hygienists	turnover	verbal	abuse	and	emotional	reaction,	and	the	resulting	

relationship.	J	Dent	Hyg	Sci	2014;14(4),	563-70.	https://doi.org/10.17135/jdhs.2014.14.4.563
24.	 Jeon	JH.	Influence	of	humor	sense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4;14(6):821-30.	https://doi.org/10.13065/jksdh.2014.14.06.821
25.	 Choi	JH,	Choi	JS.	Effect	of	medi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tress	response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4;14(2):114-22.
26.	 Min	HH.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index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1):1-9.	https://doi.org/10.13065/

jksdh.2015.15.01.1
27.	 Min	HH,	Kim	YS.	Influencing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in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5):831-9.	https://

doi.org/10.13065/jksdh.2015.15.05.831
28.	 Park	YN,	Choi	YK,	Ryu	DY.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5):797-804.	https://
doi.org/10.13065/jksdh.2015.15.05.797

29.	 Oh	HS.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4):641-8.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4.641

30.	 Jeong	KY,	Han	OS.	A	study	on	emotional	labor,	emotional	burnout,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5;15(3):280-6.	
https://doi.org/10.17135/jdhs.2015.15.3.280

31.	 Kim	CR.	Analysis	of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sonance	and	tissue	effectivenes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Master’s	thesis].	Incheon:	Univ.	of	Gachon,	2015.

32.	 Ji	MG.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ism	and	turnover	intention	-	focusing	on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EN	
2015;9(4):343-50.	https://doi.org/10.21184/jkeia.2015.12.9.4.343

33.	 Min	HH,	Kim	YS.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in	new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1047-55.	https://
doi.org/10.13065/jksdh.2016.16.06.1047

34.	 Lee	ML,	Lee	HC.	The	effect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2):303-11.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2.303

35.	 Ji	MG.	The	effect	of	turnover	intention	on	the	job	stress,	burn	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focused	on	new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EN	2016;10(6):379-87.	https://doi.org/10.21184/jkeia.2016.12.10.6.379

36.	 Han	SY,	Cho	YC.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on	the	impact	of	job	stress,	fatigu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among	dental	hygienists.	J	KAIS	2016;17(7):629-40.	https://doi.org/10.5762/KAIS.2016.17.7.629

37.	 Doe	YJ.	Influence	of	DISC	behavioral	type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n	Dental	hygienist[Master’s	thesis].	Suwon:	Univ.	of	
Ajou,	2017.

38.	 Kim	YK,	Choi	MS.	The	influence	of	job	stress	of	male	and	female	dental	hygienists	on	turnover	intention.	JKDHS	2017;19(2):67-78.
39.	 Son	JL,	Jang	JH.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ist’s	exposure	to	incivility	at	workplace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J	Kor	Dent	Hyg	

Sci	2017;17(5):779-89.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5.779
40.	 Kim	YW,	Shin	SY.	Exploring	antecedent	factor	that	influence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J	KAIS	2019;20(3):329-

37.	https://doi.org/10.5762/KAIS.2019.20.3.329
41.	 Noh	SM,	Lim	HJ,	Kim	MH,	Im	AJ,	Lim	DS.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J	Dent	Hyg	Sci	2018;18(5):271-9.	https://doi.org/10.17135/jdhs.2018.18.5.271
42.	 Min	KH,	Min	HH.	Relationships	between	job	embeddedn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5):835-43.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71



666 ̇  J Korean Soc Dent Hyg 2021;21(5):655-66 이다솜 · 김동희 · 한경순 / 생태체계모델에 따른 한국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PB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4

43.	 Seong	MG,	Kim	YR.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performance	by	dental	hygienists’	clinical	assistance	and	
preventive	work.	J	Korean	Soc	Dent	Hyg	2019;19(2):221-9.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18

44.	 Kim	HJ.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attitude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19.

45.	 You	EJ,	Min	HH.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993-1001.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5

46.	 Yun	MH,	Min	HH.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975-82.	https://doi.org/10.13065/
jksdh.20190083

47.	 Ku	HY.	Effect	of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towar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Master’s	thesis].	Gyeongsan:	Univ.	of	
Yeungnam,	2020.

48.	 Kim	JI.	The	effect	of	bullying	in	dental	hospital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worker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hee,	2020.

49.	 Yoon	N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	model	based	on	social	exchange,	leader’s	political	skill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Master’s	thesis].	Busan:	Univ.	of	Dongeui,	2020.

50.	 Yoon	SU,	Sung	M.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e	by	gender.	JCIT	
2020;10(9):191-9.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9.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