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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 는 표목통제를 한 전거레코드 성  합리적   제시하는 것 다. 를 하여 AACR2R과 

KCR2  표목  체계문제를 파악하여 그 개선점과 GARE에 제시  표목통제  한 전거레코드 성  

침  석하 다. 또한 적  검색  하여 동명 과 동명 단체  별방안과 주제명 람표  

성방안  제시하 다. 전거레코드를 통 적 고 성 게 성하  한  별 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편목규칙  표목 에 통합하는 것  합리적 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ational guidelines of authority record for heading 

controls. It analyzes the headings of AACR2R and KCR2. To efficient retrieval, It suggests 

distinction of different persons and different corporate bodies of the same name and subject 

list. It also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suggests the possible improvements for control of 

headings. The rules for heading control retains the frame from headings of cataloging rules. The 

guideline for heading controls will be integrated in the rules for h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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