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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영향 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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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문헌을 고
찰하여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고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Torraco(2005, 2016a, 2016b)의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 총 15
편을 분석하였다. Gardner 외(2011) 및 이정환과 박한규(2013)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차원 요인, 조직차원 요인, 관계차원 요인으로 범
주화한 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연구자, 발표연도, 논문유형, 연구목적,
연구유형, 연구방법, 측정도구,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준거를 설정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다음
으로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 요인으로 직무만족, 조직적응, 직무성과, 조직몰
입, 교직헌신, 교사효능감, 주관적 경력성공, 자기주도 학습능력, 팔로워십, 무형식 학습활동, 소
명의식, 심리적웰빙을 제시하였고, 조직차원 요인으로 조직문화, 조직풍토, 조직성과, 집단적 교
사효능감을, 관계차원 요인으로는 학교장-교사 교환관계(LMX), 교사임파워먼트, 학교장신뢰, 교
장-교사 신뢰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과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중심이어서 향후 진정성 리더십의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진정성 리더십

[주제어 ]

,

통합적 문헌고찰

Ⅰ

.

서 론

변동적(Volatility)이고 불확실(Uncertainty)하며 복잡(Complexity)하고 모호(Ambiguity)

한 뷰카(VUCA) 시대에(Horney,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Pasmore, & O’Shea, 2010; Lawrence, 2013) 경제,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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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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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기일수록 달라지는 조직 환경에서 흔
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줄 핵심 가치가 바로 진실된 마음 즉 진정성이기 때문이다. 이러

VUCA

한

상황에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리더

의 개방성, 퍼실리테이션, 질문과 경청, 자기인식의 정서처리, 소통하는 협업, 조직구조
의 유연성과 같은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김성남,

2017).

디지털 지능정보 사

회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 교육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지현,

2017).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미래 교육을

견인할 리더는 창의성, 인간존중, 이슈창안, 공감 등의 역량을 갖추고(최우재, 신제구, 백
기복,

2018),

구성원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수평적 의사결정을 하는

진정성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04년

네브라스카-링컨 대학교의 갤럽 리더십 연구

소에서 진정성 리더십 이론 개발을 목표로

개최하

진정성 있는 리더에 관한 연구는
고,

‘2004 Gallop Leadership Summit’을

2005년 ‘The Leadership Quarterly’에 진정성 리더십에
한층 고조되었다(Gardner, Avolio, & Walumbwa, 2005). 이

관한 특별호를 발표하면서
연구에서는 리더의 스타일

에 따른 리더십 기술을 강조했던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 달리 리더 자신의 진실한 품성
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Avolio

& Gardner, 2005).

비윤리적인 미국 기업의 회

계 부정사건 등에 대한 반성으로 진정성 리더십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먼저 경영학 분
야에서 경험적 및 개념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및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점차로 공공기관, 군․경찰조직,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김지현, 이정언,

2019).

따라서 디지

털 시대에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진정한 삶과 자
기성찰로 구성원과 함께 공감하는 진정성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형주, 엄준용,

2019).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고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교육기관에서는 정작 진

정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553여 편의 진정성 리더십 관련 연구 중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4편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들어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
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국내 교육 현장의 진정
수행된

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국외 학술 논문과의 비교 연구도 가능해질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먼저, 최근

10여

년간

국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문헌의 일반적 특성
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통
합적으로 제시한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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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aco(2005, 2016a, 2016b)의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활용하고 Whittemore와
Knafl(2005)의 방법론을 부분 적용하여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차원 요인, 조직차원 요인, 관계차
원 요인으로 분류하여 진정성 리더십과 결과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종합적 문헌 분석과 개념적 모형 제시를 통하여 향후 교육 현장에
서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실증적 및 실천적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
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념적 모형 제시는 향후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Ⅱ
1.

.

이론적 배경

진정성 리더십의 개념

진정성 리더십의 핵심개념인 진정성(authenticity)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근원을 두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적 언명에서 출발하여(Harter,

의 철학, 현상학 등을 거쳐 긍정심리학(Seligman,

Goldman(2006)은

2002)

2000)으로

인본주의 심리학, 실존주

연결되어 왔다.

Kernis와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근거로 진정성을 개인의 일상에서 진실된 자아

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지현, 고장완,

2017).

그들은 진정성을 인식, 편향되지 않은 프로세싱, 행동, 관계지향성으로 구성된 다

중성분 개념으로 보았고(Kernis

& Goldman, 2006) 이는 진정성 리더십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Gardner, Avolio, & Walumbwa, 2005; 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terson, 2008; Spitzmuller & Ilies, 2010). Harter(2002)는 진정성을 자신
의 생각, 감정, 욕구, 선호, 신념과 같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진실된 자기 자신(true self)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uthans & Avolio, 2003).
진정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2003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Luthans와
Avolio(2003)는 진정성 리더십을 긍정적 심리자본과 고도로 개발된 긍정적 조직 풍토를
통해 자기인식과 자기규제 행동을 거쳐 스스로를 개발하고 구성원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진정성 리더십은 긍정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반영하면서 모든 긍
정 리더십의 뿌리 구조(root

construct)가

된다(Avolio

& Gardner, 2005).

진정한 리더는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으로 자신의 가치 기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구성원과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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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투명하게 교류하며 자신감 있고 낙관적이며 높은 도덕적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다(Avolio,

Gardner, Walumbwa, Luthans, & May, 2004).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hindi와
Duignan(1997)은 진정성 리더십을 진정성(authenticity), 의도성(intentionality), 영성
(spirituality), 민감성(sensibility)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정의하였고, 진정성은 핵심적이고
유의미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구조 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egley(2001)는

진정성 리더십을 효과적인 전문성, 건전한 윤

리, 반성적 의식의 실천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리더가 주변 환경에 희망적이고 확장 가
능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Begley(2004)는 기존의 진정성 리더십의 개념에서 자기 이해(self-knowledge)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는 진정성(Kernis & Goldman, 2006) 및 진정성 리더십(Gardner et al.,
2005; George, 2003) 개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특징으로 다루어졌다
(Gardner, Cogliser, Davis, & Dickens, 2011). Starratt(2004)는 진정한 교육 리더
(authentic educational leader)가 학교에서 진정한 교수 및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정성(authenticity), 책임감(responsibility), 존재감
(presence)의 세 가지 윤리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Whitehead(2009)는 진정성 리더
는 (1)자기를 인식하고 겸손하며 항상 개선을 추구하고 구성원들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살피고 (2)높은 수준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을 구축
하며 (3)사회적 가치 구조 내에서 조직의 성공에 헌신한다고 하였다.
2.

진정성 리더십의 구성 요소 및 측정 도구

Avolio, Gardner, Luthans 등의 학자들은 진정성 리더십의 개
념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Kernis(2003)의 진정성에 관한 다중성분 구성개념을 근간으
로 하는 진정성 리더십 모형을 개발하였다(Gardner et al., 2005). Kernis(2003)는 네 가
지 구성요소로 인식(awareness), 편향되지 않은 정보처리(unbiased processing), 행동
(action), 관계성(relational)을 제시하였다. 또한 Ilies, Morgeson과 Nahrgang(2005)은
Kernis의 관점을 근거로 자기인식, 편향되지 않은 프로세싱, 진정성 있는 행동, 진정한
관계 지향을 진정성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Walumbwa 외(2008)는 관련 문헌 연구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진정성 리더십의 네 가지
하위 변인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위변인은 자기인식(self-awareness), 내면화된 도덕
적 시각(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균형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 관계의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으로 현재 실증적 및 이론적 연구
갤럽 리더십 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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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Kernis와 Goldman(2006)의 4요인 45문항의 진정성 측정 척도(The Authenticity
Inventory: AI)를 바탕으로 Avolio, Gardner와 Walumbwa(2007)는 4요인 16문항의 진정
성 리더십 척도(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ALQ)를 개발하였고, Walumbwa
외(2008)는 미국, 중국 및 케냐의 기업을 대상으로 ALQ의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하였다(김지현, 고장완, 이정언, 2018).
국내에서는 ALQ를 한국 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탐색한 연구(최항석, 이지
숙, 2010; 홍성화, 2013)가 있다. 민동화(2019)는 국내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정성 리
더십 구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활용해서 4요인 15문항의 진정성
리더십 척도(Authentic Leadership Scale: ALS)를 개발하였다. 한편 김지현 외(2018)는
한국의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진정성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ALQ를 수정하고 타당
화하여 3요인 15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진정성 및 진정성 리더십 구성개념
의 조작화는 삼각측량을 가능하게 하고(Neuman, 2002),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진정성과 진정성 리더십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Gardner et al.,
2011).
3.

진정성 리더십의 변인 관련 선행연구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Walumbwa 외(2008)가 ALQ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경영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하게 연구가 수행되어

2019년

기준으로

553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진정성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진정성 리더십의 개념, 하위 구성요소, 진정성 리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이
다. 둘째는 진정성 리더십과 결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는 진정성 리더

십과 결과변인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성 리더십이 어떤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을 통해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최우재, 조윤형,

2013).

2013;

이정환, 박한규,

이정환과 박한규(2013)는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총

21편의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개인 차원의 효과 요인과 조직
차원의 효과 요인으로 관점을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적 요인, 관계적 요
인, 조직 문화 요인, 조직 성과 요인, 매개 역할 요인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여기

서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난 변인은 개인의 심리와 직무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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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인식하는 리더의 자아인식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개변
인들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강화하여 진성리더십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정구 외(2011)는 진성리더십이 관련 변인들을 통해 조직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김민수와
장환영(2018)은 진성리더십을 포함한 학교장 리더십 관련 논문

88편을 선정하여 연구경
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 및 매개변인을 통한 리더십 효과 분석, 리더십 이론 및 개
념 탐색, 리더십 행동특성 분석의 순서로 많이 연구되었다고 밝혔다. Gardner 외(2011)
는 문헌고찰을 통해 13편의 논문을 분석하면서 진정성 리더십의 구성 개념 정의 및 개
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진정성 리더십과 관련된 91편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 및 실천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25편의 실
증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진정성 리더십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리더 차원, 팔로워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하면서 결과변인들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 확
고한 이론 체계 구축, 법칙적 관계망(nomological network) 확립, 보다 엄격하고 다양한
연구방법 적용, 진정성 팔로워십 및 진정성 리더십 개발 등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Avolio와 Gardner(2005)는 진정성 있는 리더가 팔로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밝히면서 진정성 리더십 개발 이론을 제시하였다.

Ⅲ
1.

.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국내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영향 요

Torraco(2005, 2016a, 2016b)가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통합적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어떤 주제에 관

해 여러 문헌을 살펴보고 종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적 모형이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제시
하는 연구 방법이다(Torraco,

2005).

먼저 오랫동안 논의된 원숙한 주제(mature

topic)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은 주제의 지식 기반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유의
미한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부각된 주제에 관
한 통합적 문헌고찰은 총체적(holistic) 개념화를 거쳐 개념적 모형이나 관점을 제시하며
초기(initial

or preliminary) 개념화를 가능하게 한다(Torraco, 2005). 반면에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은 특정 주제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문헌
연구

결과들이 신뢰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편향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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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련의 과정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메타분석을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Torraco(2005) 및 선행연
구(박혜선, 이찬, 2012; 이정환, 박한규, 2013; 오진주, 김진모, 2013; 양인준, 고희원, 강혜
림, 2019)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의 절차와 방법(Callahan, 2014) 등에 근거하여
<표 1>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1>

연구 절차
단계

내용
안내이론(guiding

개념 구조화

theory)

채택

검색 핵심단어 및 절차 설정
문헌 수집

검색 데이터베이스 설정
선정 및 제외의 준거 설정
분석 방법 설정

문헌 분석

비판적 분석 실시
분석 내용 종합
개념적 모형(Conceptual

결과 기술

model)

설계

후속 연구 문제 제시

2.

문헌 수집

본

연구의

Callahan(2014)은

문헌

수집을

위해서

Callahan(2014)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문헌고찰의 기초를 형성하는 문헌 수집의 프로세스를 명확히(clear) 하

는 것이 엄격한 고찰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방법론으로 6가지 요소(The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Six W's)를

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1)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과 관련된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2)
학위논문 또는 KCI에 등재된 논문이거나 (3)이론적으로 밝혀진 질적연구 및 실증적으로
구명된 양적연구 등으로 설정하였다. 문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
지인용색인(KCI),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전자도서관(NANET)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키워드로 설정한 ‘진정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 ‘오센틱 리더십’, ‘진실 리더십’,
‘Authentic Leadership’ 으로 검색한 결과, 학술지논문 258편, 학위논문 295편으로 총
553편이 1차 검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할 문헌을 선정하기 위한 제외 준거는 (1)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연구, (2)grey literature, 학술대회 자료집, 연구논
집, (3)대상이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 등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
대상 선정 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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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외 준거를 적
용하여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24편은

된

529편을

제외하였다. 2차 검토 문헌으로 선정

전문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중복된 논문

5편,

연구 대상이 다른

조직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교육기관으로 특정되지 않은 연구 2편을 제외하였고, 선정된

17편의

문헌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7편

문헌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추가문헌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연구대상이 학생 등으로 주제에 부
합하지 않은 2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그림
였다. 연구유형은 실증적 연구가

15편으로

1]과

같이 최종적으로

15편의

문헌을 선정하

13편(87%), 질적연구 2편(1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중복을 허용하여 유치원 교사가 2편(9%), 초등교사가 7편(32%),
중학교 교사가 8편(36%), 고등학교 교사가 6편(23%)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교육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업
등 교육기관 외에서 수행된 논문(n=529; 96%)과 비교해 보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논문(n=24; 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교육기관에서 진정
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양적연구

데이터베이스 문헌 검색

RISS, KCI, KISS, NANET
(n=553)

(n=529)
- grey literature
- 학술대회 자료집
- 연구논집
- 교육기관이 아닌

제외논문

선정 기준 부합성 검토

본문 검토

(n=24)

(n=17)

최종 선정 문헌

(n=15)
[그림 1]

3.

연구

제외논문 (n=7)
- 중복논문
- 교육기관 미특정 연구
제외논문 (n=2)
- 주제 미부합

문헌수집 과정

문헌 분석

엄격한 문헌 고찰은 비판적 성찰과 비판적 분석을 포함한다(Torraco,

2005; Call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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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법론을 포함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최적화된 표준은 없다고 하였다(Jadad,

Moher, & Klassen, 1998).

그러므로 문헌들에 대

해 방법론적 평가와 이론적 평가를 수행하고 문헌의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엄격하
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Whittemore와 Knafl(2005)은

주요 출처에 대해 철저하

고 편향되지 않은 해석을 수행하고 범주화된 자료를 추출하여 매트릭스로 제시하며 반
복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Whittemore와 Knafl(2005)이 제시한 내용과 문
헌 평가지(Hawker, Payne, Kerr, Hardey, & Powell, 2002)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선정된 구조화된 형식을 이용하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 15편의 특성을 각 논문별로 연
구자, 발표연도, 논문유형, 연구목적, 연구유형, 연구방법, 측정도구, 분석방법, 연구대상
으로 구성된 분석 틀을 설정하고 문헌을 분석하고 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도출된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연구자 2인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심도 있게 평가하
였고 연구자 간에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류를 제거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논문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진정성 리더십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종합한 표를 <표 3, 4,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진정성 리더십과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변인들을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
개변인의 관계로 상정하여 인과관계를 기술하였다.
4.

모형 설계

통합적 문헌고찰에서 개념 구조화(conceptual

structuring)를

위해서는 안내이론

(guiding theory)이나 경쟁모형(competing model) 또는 주제에 대한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Torraco, 2005).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Gardner 외(2011)의 연구와 이정환과 박
한규(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Gardner 외(2011)의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 관련 변인을 리더 차원, 팔로워 차원, 조직 차원으
로 구분하였고, 이정환과 박한규(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의 효과 요
인으로 분류하고, 개인 차원은 심리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조직 차원은 문화 요인
과 성과 요인으로 변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동질성, 상호배타성,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진정성 리더십
의 영향 요인을 개인차원 요인, 조직차원 요인, 관계차원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비판적으
로 고찰하면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하여 도식화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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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된 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논문의 일반적 특성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논문 15편은 모두 경
험적(empirical) 연구로 이론적(theoretical) 연구나 방법론적(methodological) 연구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경험적 연구 중에서 양적연구(n=13; 87%)가 질적연구(n=2; 13%)에 비
해 높은 비율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혼합(mixed)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
을 도출하여

한 추세는 양적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결과를 계량화한 통계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이 크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양적연구의 다변량 통계는 구조방정식모형(n=10;

77%; AMOS)을 주로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n=2; 15%; MRA)으로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 및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척도 타당화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n=1; 8%)을 사용하였다.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을 대상으로 한 메
타분석은 수행되지 않았고 이는 아직 충분한 논문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인
다. 그러나 김지현과 이정언(2019)은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한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메타분석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범주형 변수 분석, 종단연구를

통한 풍부한 선형 통계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적연구는 총 2편으로

Erickson(1986) 및 Colaizzi(1978)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현상학적 연
구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진정성 리더십 측정도구는 Avolio 외(2007) 및 Walumbwa 외
(2008)의 ALQ를 사용하였다. 김선주(2016)는 ALQ를 초등학교 현장에 적합하도록 수정
하고 내용타당도와 요인분석을 거쳐 3요인 10문항으로 산출하였다. 김지현 외(2018)는
교사를 대상으로 ALQ를 수정하고 타당화하여 3요인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이형주
와 엄준용(2019)은 ALQ를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거쳐 4요인 13문항으로 수정하
였다. 이와 같이 외국의 조직구조나 맥락에서 개발된 기존의 ALQ의 문항을 국내 상황
각각

에 맞게 재구성하는 연구는 수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문항 개발을 위
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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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논문유형

연구목적

연구유형 측정도구
연구방법 분석방법

연구대상

김대영
배을규
한미자

2013

학술지 유아교육기관장의 진성리더십, 교사
논문 자기주도학습, 조직몰입의 관계 분석

양적연구
설문조사

ALQ
AMOS

유치원 교사 332명
어린이집교사 399명

류근하
최은수

2013

학술지 학교장의 오센틱 리더십, 학교조직문화, 양적연구
논문 교사효능감, 교직헌신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설문조사

ALQ
AMOS

중학교 교사 390명
고등학교교사 333명

조인숙

초등학교 교사의
2015 석사학위
논문 체험 분석

관리자에 대한 진정성 질적연구
체험분석

교사

33명

ALQ
AMOS 초등교사 646명
김지현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교사효능감, 양적연구 ALQ
2016 학술지
중학교 교사 202명
고장완
논문 학교조직효과성의 영향관계 분석
설문조사 AMOS
박사학위 학교장의 오센틱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 양적연구 ALQ수정
김선주 2016
초등 교사 410명
논문 몰입,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AMOS
석사학위 학교장의 진성리더십, 교사 주관적 경력 양적연구 ALQ
오인자 2016
중, 고 교사 380명
논문 성공, 무형식 학습활동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AMOS
석사학위 학교장의 진정한 지도성이 교사효능감 양적연구 ALQ
윤상보 2016
초등 교사 611명
논문 및 교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문조사 OLS
학술지 초등학교장의 오센틱 리더십, 조직문화, 양적연구 ALQ
이기용 2017
초등 교사 300명
논문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MRA
김지현
중학교 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교사효능감, 양적연구 ALQ
2017 학술지
중학교 교사 792명
고장완
논문 조직몰입, 조직효과성의 구조적 관계 설문조사 AMOS
김지현
ALQ수정
학술지
양적연구
고장완 2018
진정성 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
EFA 초,중,고 교사 236명
논문
설문조사
이정언
CFA
박사학위 원장의 진정성 리더십, 교사 소명의식, 양적연구 ALQ
이나미 2018
유치원 교사 393명
논문 조직풍토, 교사 직무만족도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AMOS
이형주
학술지 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교사임파워먼트, 양적연구 ALQ수정 중학교 교사 259명
2019
엄준용
논문 학교장신뢰, 조직효과성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AMOS 고등학교교사 458명
학술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교장의 진정성 질적연구 Colaizzi 초,중,고 교사 12명
주영효 2019
논문 리더십 의미 구조 분석
심층면담 현상학 교장 6명
석사학위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교사 심리적웰빙, 양적연구 ALQ
안성아 2019
중학교 교사 362명
논문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분석
설문조사 AMOS
이봉재
강경석

2016

학술지 초등학교장의 진성리더십, LMX, 팔로워십 양적연구
논문 및 교직헌신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설문조사

Erickson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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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영향 요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근거로 설계한 개념적 모형을 기준으로 국내 교육기관
의 진정성 리더십 관련 영향 요인을 개인차원 요인, 조직차원 요인, 관계차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 리더십이 관련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념적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진정성 리더십의 개인차원 요인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 요인은 직무만족, 조직적응, 직무성과, 조직

몰입, 교사효능감, 교직헌신, 자기주도 학습능력, 팔로워십, 주관적 경력성공, 무형식 학
습활동, 소명의식, 심리적웰빙으로 총

12개의 하위변인이 도출되었다.
김지현과 고장완(2016), 이기용(2017), 김지현과 고장완(2017), 이나미(2018), 이형주와
엄준용(2019), 안성아(2019)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과 고장완(2016)의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
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이기용(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조직문화, 김지현과 고
장완(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이형주와 엄준용(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임파워먼트
와 학교장신뢰, 이나미(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소명의식 및 유치원의 조직풍토, 안
성아(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심리적웰빙을 매개변인으로 직무만족에 모두 부분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김지현과 고장완(2016), 이기용(2017), 김지현과 고장완(2017)
및 이형주와 엄준용(2017)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보
다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사효능감,
조직문화, 조직몰입, 교사임파워먼트, 학교장신뢰도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
면에 이나미(2018), 안성아(2019)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진정성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주(2016), 김지현과 고장완(2016), 김지현과 고장완(2017), 이형주와 엄준용(2019),
안성아(2019)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조직적응 및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
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을 살펴보면, 김선주(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조직문화, 김지현과 고장완(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 김지현과 고장완(2017)
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이형주와 엄준용(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임파워먼트 및 학교
장신뢰, 안성아(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심리적웰빙을 매개로 조직적응 및 직무성과
에 모두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김선주(2016), 김지현과 고장완(2016), 김지현과 고장
완(2017), 이형주와 엄준용(2019)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조직적응 및 직무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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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직접효과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

리 안성아(2019)의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이 조직적응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효
과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배을규와 한미자(2013), 이기용(2017), 김지현과 고장완(2017)의 연구에서 진정

성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선

주(2016)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고 진정성 리더십이 학교
조직문화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만 있었으며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김선

주(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오센틱 리더십이 학교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학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조직몰입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추론된다. 김대영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 자기주

도학습능력, 이기용(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조직문화, 김지현과 고장완(2017)의 연구에
서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할 때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고, 이기용(2017)의 연구
에서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높았으나 김대영 외(203) 및 김지현과 고장완(2017)의
연구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지현과 고장완(2016), 김지현과 고장완(2017)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은 교사효능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류근하와 최은수(2013)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며 오센틱 리더십이 학교조직문화
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만 있었고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류근하와 최은
수(2013)는 학교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보완
하는 오센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류근하와 최은수(2013), 이봉재와 강경석(2016), 윤상보(2016)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

십이 교직헌신 변인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봉재와 강경석(2016)의
연구에서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및 교사의 팔로워십을 매개변인으로 할 때 부분매개 효

과를 나타냈다. 류근하와 최은수(2013)의 연구에서는 오센틱 리더십이 학교조직문화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이봉재와 강경석(2016)의 연구에서는 팔로워십을 매개변인
으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모두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봉재와 강경석(2016)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자아인식, 내재화된 도

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 요인이 각각 교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인식이 교직헌신도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나 균형잡힌 정보처
리 요인은 교직헌신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장이 정보처리와 관련된 능력에서 보여지는 진정성 리더십
수준은 교사들의 교직헌신도와는 관련이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봉재,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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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6). 김지현 외(2018)의 진정성 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도 원척도인 Avolio
외(2007)의 4개 요인 중에서 균형잡힌 정보처리 요인을 배제하고 자기인식, 내면화된 도
덕적 시각, 관계의 투명성의 3요인으로 산출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성 리더십은 김대영 외(2013)의 연구에서 교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이봉재와 강경
석(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팔로워십에, 이나미(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소명의식
에, 안성아(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심리적웰빙에 모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자(2016)의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이 교사의 주관
적 경력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무형식 학습활
동을 부분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와 거의 같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조인숙(2015)은 질적연구를 통해서 교사가 관리자의 진정성 리더십을 체험하면서 학
교의 교육 목표를 향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게 되었고, 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
헌신성에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와는
달리 주영효(2019)의 연구에서는 교장 및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
면서 학교업무 관계에서 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은 교사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에 핵심이라
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림 2]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매개변인으로 주로 측정된 변인으로는 교사효능
감, 조직문화, 조직몰입, 교사임파워먼트, 학교장신뢰, 심리적웰빙 변인이고, 종속변인으
로 많이 측정된 변인으로는 직무만족, 조직적응, 직무성과, 조직몰입, 교직헌신 변인으로
조직효과성의 측정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과 선행변인과
의 관계를 밝힌 연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 3>은 진정성 리더십의 개인차원 영향 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연
구방법에 따라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구분하였고 진정성 리더십이 하위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부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 사례는 보이지 않

았으며 매개변인은 구체적으로 부분매개 혹은 완전매개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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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분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종속
변인

Leadership: AL)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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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 요인 선행연구 종합
연구결과

김지현 외(2016), 이기용(2017), 김지현 외(2017),
독립변인→종속변인(+)
이나미(2018), 이형주 외(2019), 안성아(2019)
김지현 외(2016)
이기용(2017)
직무
김지현 외(2017)
만족
이나미(2018)
이형주 외(2019)
안성아(2019)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효능감)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문화)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몰입)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소명의식, 조직풍토)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임파워먼트, 신뢰)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심리적웰빙)

김선주(2016), 김지현 외(2016), 김지현 외(2017),
독립변인→종속변인(+)
이형주 외(2019), 안성아(2019)
김선주(2016)
개인
차원
김지현 외(2016)
조직
요인
적응
김지현 외(2017)
이형주 외(2019)
안성아(2019)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문화)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효능감)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몰입)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임파워먼트, 신뢰)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심리적웰빙)

김지현 외(2016), 김선주(2016), 김지현 외(2017),
독립변인→종속변인(+)
이형주 외(2019), 안성아(2019)
김지현 외(2016)
직무
성과

김선주(2016)
김지현 외(2017)
이형주 외(2019)
안성아(2019)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효능감)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문화)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몰입)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임파워먼트, 신뢰)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심리적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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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연구자
양적연구

질적연구

김대영 외(2013), 이기용(2017),
김지현 외(2017)

독립변인→종속변인(+)

김선주(2016)

독립변인→종속변인 (기각)

김대영 외(2013)
조직몰입

김선주(2016)
이기용(2017)
김지현(2017)
김지현 외(2016), 김지현 외(2017)

교사효능감

류근하 외(2013)
류근하 외(2013)
류근하 외(2013), 윤상보(2016),
이봉재 외(2016)

개인
차원
요인
교직헌신

연구결과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자기주도학습능력)
AL→매개변인→종속변인(+)
(완전매개: 조직문화)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문화)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효능감)
독립변인→종속변인(+)
독립변인→종속변인 (기각)
AL→매개변인→종속변인(+)
(완전매개: 조직문화)
독립변인→종속변인(+)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조직문화, 교사효능감)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팔로워십)

류근하 외(2013)
이봉재 외(2016)
조인숙(2015)

자기주도
학습능력

김대영 외(2013)

독립변인→종속변인(+)
조인숙(2015)
주영효(2019)

긍정심리자본
이봉재 외(2016)

독립변인→종속변인(+)

오인자(2016)

독립변인→종속변인(+)

오인자(2016)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무형식 학습활동)

무형식
학습활동

오인자(2016)

독립변인→종속변인(+)

소명의식

이나미(2018)

독립변인→종속변인(+)

심리적웰빙

안성아(2019)

독립변인→종속변인(+)

팔로워십
주관적
경력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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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정성 리더십의 조직차원 요인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조직차원 요인은 조직문화, 조직성과, 조

직풍토, 집단적 교사효능감으로 총 4개의 하위변인이 도출되었다.

류근하와 최은수(2013), 김선주(2016), 이기용(2017)의 연구에서 오센틱 리더십이 학교

조직문화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센틱 리더십이 학

교조직문화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류근하와 최은
수 (2013)의 연구에서는 β =.803(p<.05)이고 ,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선주 (2016)는

β =.859(p<.001), 이기용(2017)은 β=.642(p<.001)로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오센틱
리더십은 초등 및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장
은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을 바탕으로 교사들과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는 리더십을 발휘하
여 교사들이 바람직한 학교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 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선주(2016)의 연구에서는 오센틱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적(+)으로

미쳤으며, 학교조직문화를 부분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김선주(2016)는 학교조직문화의 유형인 진취적 문화, 보존적 문화, 합

리적 문화, 친화적 문화 등이 잘 형성되도록 환경적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
다. 또한 진정성 리더십이 이나미(2018)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조직풍토에, 윤상보

(2016)의

연구에서는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조직지원, 조직후원인식, 조직사회화, 조직헌신, 팀웍 등의 다양한
조직차원 변인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는

진정성 리더십의 조직차원 영향 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진

정성 리더십이 하위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표 4>

구분

표기하였다.

진정성 리더십의 조직차원 요인 선행연구 종합
종속변인
조직문화

조직
차원
요인

(+)로

조직성과

연구자

연구결과

류근하 외(2013), 김선주(2016),
이기용(2017)

독립변인→종속변인(+)

김선주(2016)

독립변인→종속변인(+)

김선주(2016)

조직풍토

이나미(2018)

집단적 교사효능감

윤상보(2016)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학교조직문화)
독립변인→종속변인(+)
독립변인→종속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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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성 리더십의 관계차원 요인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차원 요인은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LMX),
었다.

교사임파워먼트, 학교장신뢰, 교장-교사 신뢰관계로 총 4개의 하위변인이 도출되

진정성 리더십이 이봉재와 강경석(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장-교사 교환관계에, 이형

주와 엄준용(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형주와 엄준용(2019)의 연구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학교장신뢰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임파워먼트를 부분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
과(β=.116)는 직접효과(β=.829)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숙(2015)은

체험분석 및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에서 교사는 관리자의 관심, 인정 및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면서 편안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주영효(2019)는 심층면담을 통해 일
상적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 리더십은 교사와 정서적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표 5>는

진정성 리더십의 관계차원 영향 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연

구방법에 따라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구분하였고 진정성 리더십이 하위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표 5>

구분

관계
차원
요인

(+)로

표기하였다.

진정성 리더십의 관계차원 요인 선행연구 종합
종속변인

연구자
양적연구

질적연구

연구결과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이봉재 외(2016)

독립변인→종속변인(+)

교사임파워먼트

이형주 외(2019)

독립변인→종속변인(+)

이형주 외(2019)

독립변인→종속변인(+)

학교장신뢰

교장-교사 신뢰관계

이형주 외(2019)
조인숙(2015)
주영효(2019)

AL→매개변인→종속변인(+)
(부분매개: 교사임파워먼트)
독립변인→종속변인(+)
독립변인→종속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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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문화

조직적응

조직몰입
교사임파워먼트
학교장신뢰
심리적웰빙

직무성과

조직풍토

교사효능감

소명의식

주관적경력성공

자기주도학습능
력
팔로워십

자기주도학습능
력
팔로워십

무형식학습활동

무형식학습활동

조직몰입
교직헌신

개
인
차
원
요
인

소명의식
심리적웰빙

조직문화
조직풍토

진정성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성과
집단적교사효능
감

교사임파워먼트

교장교사교환관
계
교사임파워먼트
학교장신뢰
교장교사신뢰관
계

직접효과
[그림 2]

부분매개효과

조
직
차
원
요
인

관
계
차
원
요
인

완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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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향후 연구 방향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 요인은 조직의 효과성을 나
타내는 직무만족, 조직적응, 직무성과, 조직몰입, 교직헌신 등이었다. 또한 진정성 리더
십과 종속변인 간에서 교사효능감과 조직문화 등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조직문화는 김선주(2016) 및 류근하와 최은수(2013)의 연구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은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모
델링을 통해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관계의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을

통해

구성원과 신뢰를 형성하고 긍정적이고 안정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조
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진정성 리더십 이론의 핵심 중의 하
나는 진정성 팔로워십(authentic

followership)이다.

이봉재와 강경석(2016)은 초등학교장

의 진성 리더십과 교사의 팔로워십의 관계를 밝히면서 학교장과 팔로워인 교사는 서로
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학교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리더와 팔로워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Gardner

et al., 2005),

진정성 있는 리더는 팔로워에게 긍정적 모델링이 되어

팔로워가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과 자기규제를 통해 긍정적 개발 및 성과를 창출하게 한
다(Harter,

Schmidt & Hayes, 2002). 따라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팔로워 역할
에 관한 실증연구(Avolio & Reichard, 2008)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성 리더십, 진정성 팔로워십과 긍정적 조직 풍토가 역동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리더십의 프로세스와 맥락에 내러티브 기술(박민정, 2006) 등을 통한 다양한
질적연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직차원 요인에서 조직문화는 개인차원 요인이나 조직차원 요인 모두에서 진정성 리
더십의 결과변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흡(2000)은 학교 조직문화를 학교의

외부 환경과 내부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일어난 경험을 통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지식, 기술, 태도, 행동, 규범, 기대, 인식체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학교장은 진정성 리더십의 하위변인인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internalized

perspective)을

moral

강화하여 도덕적 가치를 전파하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도덕관을

살펴보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교사들이 공유하는 인식을 의미한
다(Goddard,

Hoy & Hoy, 2000;

윤상보,

2016).

그 동안 개인적 및 일반적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조직을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체계로 보는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윤상보,

2016)

이와 관련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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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계차원 요인에서 학교장-교사 교환관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존중, 신뢰 등의 과제지향적 교환관계와 상호공개, 공헌, 이해, 몰입, 배려 등
의 사회적 교환관계의 질이 높아질 때(이병수,
과성이
판단을

2011) 충성심과 일체감 등이 생겨 조직효
제고되는 것이다(이봉재, 강경석, 2016). 여기서 학교장은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내릴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를 강화

하여,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
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Walumbwa

et al., 2008).

또한 교사임파워먼트는

권한의 위임과 더불어 교사 스스로가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창
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강희경,
위해 학교장은 관계의 투명성(relational
직히 표현하여 상호 신뢰를

2011).

이를

transparency)을 통해 진실된 생각과 감정을 솔
증진시킨다면,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이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능동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조직몰입을 유
발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논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종 선정된

15편의 실증연구 논문은 양적연
구가 13편(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질적연구가 2편(13%)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외국의 문헌고찰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Lowe와 Gardner(2000) 및 Gardner, Lowe,
Moss, Mahoney와 Cogliser(2010)의 리더십 문헌고찰에서 질적연구의 비율은 각각 39%
와 24%였고, Gardner 외(2011)의 진정성 리더십 문헌고찰에서는 36%의 비교적 높은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소 높은 비율의 질적연구는 기존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
운 이론 및 양적연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Gardner, 2011) 국내 교육기관의 진
정성 리더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사례연구, 근거이론, 문화
기술지,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연구 등의 다양한 질적연구가 수행되어 리더 내면의 본
질을 파악하고 리더십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양적 실증연구 논문은 13편으로 설문조사, 횡단연구 설계, 단일원천 자료 등에 과도하
게 의존(Gardner et al., 2011)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추출된 설문 데이터
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Podsakoff, P. M., MacKenzie, Lee, &
Podsakoff, N. P., 2003)를 유발하는데 이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 모두를 측정했을 때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인위적인 공분산

(artificial co-variance)에 의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여 연구결과
를 왜곡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보고식
(self-report; Podsakoff & Organ, 1986)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일관성 유지 동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답자 편의와, 다음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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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와 반복문항의 맥락효과로 발생하는 측정방법 편의가 있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응답 원천을 분리한 다

중원천 데이터(multi-source
한(Podsakoff

et al., 2003)

data)를

사용하거나 변인들의 측정시기와 측정환경을 달리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더욱 높은 데이터 신뢰를 확보한 연구

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총 설명

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왜곡 현상이 크지 않다(박원
우 외,

2007)고

논문에 밝힐 수 있다. 김대영 외(2013)의 연구에서는

Harman(1976)의

단

일요인 검증을 실시하여 왜곡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분석 결과에서 엄밀히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고 진정성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 결과는 발견되
지 않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현
상을 일방적인 영향 관계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기업 등 교육기관 외에서는 진
정성 리더십의 결과변인뿐만 아니라 선행변인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진정성 리더십이 매개변인(성낙청, 문재승, 박계홍,

2016; 강화진, 201; 8최
승화, 2019; 허성욱, 최재송, 2019)으로 역할을 하고, 조절변인(박연임, 박계홍, 2012; 김종
술, 문재승, 박계홍, 2013; 박순규 이홍배, 2015; 지원구, 2017; 장미영, 리상섭, 2019; 김
병진, 2019; 우하린, 문국경, 2019), 조절된 매개변인(신승인, 김찬중, 2018; 나수양, 박한
종, 2019), 종속변인(박시남, 배귀희, 최은수, 2014) 등으로 역할을 하는 연구 모형이 구
안되어 왔다. 따라서 진정성 리더십의 본질이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이므로
다원화되고 초연결된 시대에 학교조직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 변
인임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적 실증연구 논문

13편

중에서 매개효과를 밝힌

11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교육

기관의 진정성 리더십은 독립변인으로서 여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는 병행매개(parallel
다는 연구결과를

mediation) 및 순차매개(serial mediation)를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이외

에도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면서 매개효과가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이나미(2018), 안성아(2019), 이형주와 엄준용(2019)의
연구에서는 직접효과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일부 보여주
고 있다. 조직 맥락 내에서는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다수의 변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수 변인 간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이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이현응,

2014). HRD

분야에서는 많은 변인들 간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조직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진정성 리더십 영향 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123

는 다수의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이현응, 곽윤정,

2019). 진정성 리더십과 다
양한 관련 변인과의 유의한 영향 관계는 구성타당도(Cronbach & Meehl, 1955)의 증거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10편의 논문은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Preacher & Hayes, 2004, 2008)을 사용하였고, 이기용(2017)은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현응(2014)은 전통적인 접근법인 Baron과
Kenny의 접근법은 통계적 검증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Hayes & Scharkow,
2013)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연구자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있는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
로, [그림 2]에서 보듯이 개인차원 요인의 종속변인에서 직접효과만을 밝힌 자기주도학
습능력, 팔로워십, 무형식 학습활동, 소명의식, 심리적웰빙 변인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차원 요인의 종속변인에서 조직
문화, 조직풍토, 집단적 교사효능감 변인, 그리고 관계차원 요인에서 LMX, 교사임파워
먼트, 교장-교사 신뢰관계 변인은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
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김지현과 이정언(2019)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진정성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 논문을 총망라하여 메타분석하면서 진정성 리더십과의 상
관관계를 검증한 모든 변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측정한 변인 중에서 연구 빈도가 높
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 직무만족, 신뢰 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진정

성 리더십과의 효과크기를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를 위해 김지현과 이

정언(2019)의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변인의 대강을 살펴보면, 조직시민행동,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동일시, 공정성, 직무열의, 혁신/변화행동, 창의성, 협력문화,
의사소통, 회복탄력성, 정당성, 흡수역량, 이타적행동, 사기, 주인의식, 학습문화, 학습조
직구축, 팀에너지, 이직의도, 소진, 직무스트레스, 조직침묵, 조직냉소주의 등과 같이 다

양한 변인이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논문에서 연구자가 매개변인이나 종속변인을
선택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Ⅴ
1.

.

제언 및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교장의 진
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문헌고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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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향이 반영될 수 있어
변인 범주화, 개념모형 설계, 내용 종합 등에서 엄격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구안된 개념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각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진정성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합하여 개념적 모형을 설계하였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구명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진정성 리더십과 변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제
시함으로써(김진모, 곽재덕, 이유진,

2010) 설명력의 현실성을 제고하는 연구가 이루어지
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박근수, 유태용, 2007).
둘째,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인식하는 학
교장의 진정성 리더십을 평가하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교장 6명
및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주영효(2019)의 질적연구에서 학교장이 인식하는 진정성 리
더십에 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한편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박진규와 김태연(2018)의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진정성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감, 중간관리자인 부장교사,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가치가 유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ERIC(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AQ(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등의 국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내외 논문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현 외(2018)는 Walumbwa 외
(2008)가 개발한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진정성 리더십 척도(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ALQ)를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재개념화
하고 타당화를 거쳐 3요인 15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임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측정학적
적합성(psychometric

adequacy)이

증명된다면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학교급별 비교연구

등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본다.

넷째, 기존의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인과적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한 시점에 포착되
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시계열 자료 등을
확보한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시간적 차이를 두고 리더십의 변화를 측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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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적 흐름을 두고 개인이나 상황적 요인이 진정성 리더십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진정성 리더십이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교육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인지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

된 공동연구팀을 조직하여(Gardner

et al., 2011)

연구 문제 설정, 변인 범주화, 가설 검

증, 리더와 리더십의 인지적 접근 등에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객관성
과 타당성을 더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단독연구는 공동연구의 장점인 분업과 협업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을 간과할 수 있다(신현석, 박균열, 정주영, 김진미,
현상을 여러 명이 관찰하면서 진정성 리더십이 내포하고 있는

2014). 리더십
인식, 내면화, 도덕성, 관

계, 균형, 투명성 등의 추상적 개념을 정량적 및 정성적 실증 지표로 재구조화하는 통합
적 관점의 공동연구가 확대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섯째,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2004 Gallop Leadership Summit’

개최 및

2005년 ‘The Leadership Quarterly’에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특별호가 발간되면서 본격
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교육 관련 정부 기관이나 연구원 등을 중심으
로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 특
별호를 발간하여 개념적 정의, 방법론, 메타연구, 측정도구, 분석방법 등을 다양하게 소
개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서 도출된 연구 결과가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된다면(윤정구 외, 2011) 조직
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2.

결론

디지털 문명 시대에 기술은 중요(重要)하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中心)이다. 조직도 사

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최재붕,

2019).

플랫폼 기반

초연결 첨단 사회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진정성 리더십이 조
직의 성과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인 교육 현장에서 진정
성 리더십이 아직 근착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상황에 맞는 개념적 정의, 이론 정립, 측

정도구 개발 등의 미흡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고 진정성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
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교육기관의 진정성 리더십
연구 및 실천에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준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진정
성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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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f Principal’s Authentic
Leadership

(Ph.D., Sungkyunkwan University)

Ji Hyun Kim

This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15 articles on
principal’s authentic leadership and developed the conceptual model categorized as
individual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and relational factors influenced by the
authentic leadership. Torraco’s(2005, 2016a, 2016b) approach served a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is literature were synthesized according to author,
publication year, article type, research purpose, research type, methodology, scale,
statistical method and sample. Next, the individual factors as the outcomes
influenced by principal’s authentic leadership wer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adaptability,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eaching commitment,
teacher efficacy, subjective career succes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llowership,
informal learning activity, teacher’s call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organizational factors wer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limat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ollective teacher efficacy. The relational factors were
principal-teacher exchange, teachers‘ empowerment, teachers‘ trust in school principal
and trust relationship. For further approach research that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and authentic leadership was required. We concluded by
making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the topic.
[Key words] Authentic leadership,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