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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레코드 연결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레코드 간 비교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레코드 연결에 필수적으로 블로킹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블로킹이란 같은 레코드일 가능성이 높

은 대상들을 그룹화하여 비교연산을 수행할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블로킹의 목적은 최대한 결과

의 recall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비교 연산 횟수 최소화하는 것이다. 메타 블로킹은 가중치 그래프를 블로
킹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블로킹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이다. 본 논문에

서는 메타블로킹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블록 생성방식을 데이터베이스 속성에 따라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으

로 개선하고 그에 맞는 가중치 계산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키 기반 블로킹, 메타블로킹, 속성인지 메타블로

킹으로 생성된 블로킹 결과에 대한 성능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주제어: 레코드 연결, 데이터베이스 연결, 블로킹 

1. 서론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이 보편화되면서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데이터 원천에서 생성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대상을 연결하는 Record 

Linkage(레코드 연결)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1].  

Record(레코드)란 DB에서 하나의 data 또는 row를 의미

하며, 레코드 연결이란 2개 또는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내거나, 하나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2].           

레코드 연결은 접근 방식에 따라 DB Linkage, Entity 

Resolution, Entity Matching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본 

논문에서는 Record Linkage(레코드 연결)를 사용한다. 

레코드 연결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efficiency(효

율성)문제이다. n개의 레코드를 가진 d개의 DB를 연결하

는 레코드 연결에서 같은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각 레

코드를 다른 DB의 모든 레코드들과 비교해야 한다. 그렇

기에 레코드 연결은 O(𝑛!)의 complexity(복잡도)를 가진

다. 이는 DB의 수(d)와 DB에 들어 있는 레코드의 수(n)에 

따라 성능상의 병목을 유발한다. 이러한 성능상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레코드 연결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레코드간 비교 횟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코드 연결은 각 레코드를 Block(블록)으로 그룹화

하는 기법인 Blocking(블로킹) 기법을 수행한다[3]. 

가장 전통적인 블로킹 방식은 Key-Based(키 기반) 블로

킹이다. 키 기반 블로킹이란 레코드를 대표하는 속성의 

값이 동일한 대상들을 그룹화하여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

이다. 예를 들어 인물DB에서는‘이름’속성이 이용될 수 

있고, 앨범 DB에서는‘앨범 명’속성이 이용될 수 있다. 

키 기반 블로킹 방식은 직관적이며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계

점은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한 누락 문제이다. 동일한 대

상을 가리키지만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경우 블록에서 누락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아이유’와‘IU’는 동일한 대상

을 지칭하지만, 동일 블록으로 그룹화되지 않는다. 두 번

째 한계점은 레코드를 나타내기 위해 다수의 속성이 필요

한 경우이다. 하나의 속성만으로 블로킹이 불가한 경우, 

키 기반 방식은 다수의 속성을 블록의 키로 사용해야 한

다. 이 때 속성을 키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은 블

록의 생성으로 효율성이 감소하거나, 적은 블록의 생성으

로 다수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키 기반 블로

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Meta-Blocking(메타블로킹)은 키 기반 블로킹 방식과 

다르게 특정 속성이 아닌 모든 속성의 값을 사용하여 블

록을 생성하며, 생성된 정보에서 블록을 공유하는 레코드 

간의 관계를 가중치 그래프 형태로 변환한다. 블록은 DB

의 전체 속성을 사용하고 속성 중 하나라도 값을 공유하

면 두 개의 레코드는 간선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그래

프의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에 따라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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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을 Pruning(가지치기)한다. 메타블로킹은 ‘두 레코

드가 많은 블록을 공유할수록 같은 레코드일 확률이 높

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블록에서 불필요한 블록을 제거

하는 방식으로 최종 블로킹 결과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메타블로킹은 키 기반 블로킹 방식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한 속성 값의 표현방식이 다르더라도 다른 

속성의 값을 통해 같은 블록에 포함된다. 또한, 레코드를 

표현하기 위해 다수의 속성이 필요한 경우도 효과적으로 

블로킹 할 수 있다. 단, 메타블로킹은 DB의 속성을 고려

하지 않고 모든 속성의 값을 키로 사용하여 블록을 생성

한다. 그러나 실제 DB의 속성은 유사한 정보들이 집약되

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DB의 속성이 가지는 특성을 활용한 새로

운 블록 생성방식과 블록 생성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변경

되는 가중치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중치 

계산식을 제안함으로써 메타블로킹 모델을 개선한 속성인

지 메타블로킹 모델을 제안한다. 평가 데이터는 음원서비

스의 앨범 정보를 사용하며 키 기반 블로킹 모델, 메타블

로킹 모델,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을 3가지 지표를 사

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recall score을 나타내는 

Pairs Completeness 와 precision을 나타내는 Pairs 

Quality,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효율성 증가를 표현하는 

Reduction Ratio를 사용한다[4][5]. 

 

2. 관련 연구 

레코드 연결에서 블로킹은 연결 결과의 품질과 수행 시

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블로킹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며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메타블로킹은 가중치 그래프를 사용하여 블로킹 방식을 

개선하였다[6]. 메타블로킹은 먼저 블록을 생성하고, 생

성된 블록 정보를 가중치 그래프로 변환한다. 각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5가지의 가중치 계산식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후 가중치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간선을 제

거한다. 위 과정을 통해 최종 블로킹 결과를 생성한다. 

가중치 그래프의 노드는 레코드를, 두 개의 노드를 연결

하는 간선은 동일한 블록에 속하고 있음을, 가중치는 두 

레코드가 동일한 레코드일 확률을 나타낸다. 메타블로킹

은 가중치 계산식과 불필요한 간선을 선별하는 방식을 중

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블록 생성 방식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본 논문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메타블로킹 모델에 지도학습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도 발

표되었다[7].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프의 가중치를 공유하

는 블록의 빈도로 표현하지 않고 특정 feature vector(특

징 벡터)로 표현한다. 이후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진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특징 벡터로 표현된 각 간선의 유

지 또는 삭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가중치를 활용한 가

지치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기존 메타블로킹

과 동일한 형태의 최종 블로킹 결과를 생성한다. 

이 밖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AutoBlocking(오토블로킹) 방식이 제안되었다[8]. 오토블

로킹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DB의 각 속성에 token 

embedding(토큰 임베딩)과 attention-based attribute 

embedding(어텐션 기반 속성 임베딩)을 적용하여 각 속성

을 벡터로 변환하고 tuple signature(튜플 임베딩)을 통

해 레코드 단위의 벡터로 통합한다. 이후 훈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텐션 기반 속성 임베딩 모델과 튜플 임베딩의 

가중치를 수정한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근접이웃 알고리

즘을 통해 최종 블로킹 결과를 생성한다. 

 

3. 개선 방안 

본 논문은 기존 메타블로킹의 블록 생성방식을 개선한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을 제안한다. 블록 생성방식의 

개선은 가중치 그래프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변경된 그래

프에 적합한 새로운 간선 가중치 계산식도 제안한다. 

 

3.1 블록 생성방식 개선 

기존 메타블로킹에서는 블록을 생성할 때, DB의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속성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하여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들을 하나의 블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블록을 구성한다. 이러한 블록 생성방식의 한계

는 동일한‘값’과 동일한‘의미’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속성에 따라 동일한 값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속성 값 30과 ‘출연 

횟수’ 속성 값 30은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동일한 의미

를 가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속성들

을 선별하고 그룹화한 뒤 동일 그룹 속성에서만 블록을 

생성하여 값이 아닌 의미가 동일한 경우에 블록을 생성하

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룹화된 속성으로 구분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각 DB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을 선

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속성을 그룹

화하였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이라 함은 이종의 DB에

서 유사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앨범 DB에서는 [DB1의 앨범제목 속성, DB2의 앨범제목 속

성], [DB1의 앨범 발매일 속성, DB2의 앨범 발매일 속성]

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의 예시로 들 수 있다. 

블록을 구성할 속성 그룹을 선정한 뒤, 각 DB에서 그룹

화된 속성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여 블록을 생성한다. 

블록에 레코드가 포함되는 방식은 기존 메타블로킹과 동

일하지만, 블록을 생성하는 모수가 전체 속성이 아닌 그

룹화된 속성인 점이 기존 모델과 다르다. 그림 1은 본 논

문에서 사용한 블록 생성방식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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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속성 그룹화 블록 생성 알고리즘 

 

3.2 Common Blocks with Inverse Importance Scheme 

제안 

기존 메타블로킹에서는 5가지의 간선 가지치기 식을 제

안했다. 또한 5가지 식에서 Enhanced C ommon Blocks 

Scheme(ECBS)과 Enhanced Jaccard Scheme(EJS)이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였음을 밝혔다[6]. 

ECBS는 두 레코드가 공통으로 속한 블록의 수에 전체 

블록 수를 각 레코드가 속한 블록의 수를 나눈 값을 곱하

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블록의 수

를 사용하되, 레코드가 여러 개의 블록에 포함될 수록 불

필요한 블록이 많다는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개념을 도입한 가중치 계산식이다. 

EJS는 두 레코드의 블록 정보를 통해 자카드 유사도를 

구한 뒤, 전체 간선의 수를 각 레코드에 연결된 간선의 

수로 나눈 값을 곱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이는 블록이 

아닌 노드와 간선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ECBS와 다

르지만, 근본적으로 레코드가 많은 레코드와 연결될수록 

불필요한 연결이 많다는 IDF 개념으로 가중치를 조정한다

는 점에서 ECBS와 유사하다. 

본 논문은 속성 그룹화를 통해 블록 생성과정에서 불필

요한 블록을 최소화하는 블록 생성방식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블록에 포함되는 레코드의 수와 불필요한 블

록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변경된 블록 정보는 가

중치 그래프 전체 간선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그래프에 적합한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공통 블록만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새로

운 계산식 Common Blocks with Inverse Importance 

Scheme(CBIIS)을 제안한다. CBIIS는 공통 블록의 수를 사

용하되, 공통 블록의 중요도를 통해 가중치를 조정한다. 

수식으로 나타낸 CBIIS 식은 수식 1과 같다. 

수식 1에서 '𝐵",$'은 레코드 i와 j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블록의 개수를 의미하며 ‖𝑏‖은 블록에 속한 레코드

의 개수를 의미한다. |𝑁|은 전체 노드의 수를 의미한다. 

𝑒!,# ∙ 𝑤𝑒𝑖𝑔ℎ𝑡 = )𝐵!,#) ∙ log.
∑ |𝑁|

‖𝑏$‖%%&'&,'

)𝐵!,#)
4 

수식 1. 가중치 계산식 CBIIS 

 

CBISS은 공통 블록의 수를 사용하지만 가중치 조정을 

레코드 정보가 아닌 공통 블록의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점

이 ECBS과의 차이점이다. 가중치 조정은 공통 블록에 포

함되어 있는 각 블록 중요도의 평균값에 log연산을 수행

한 값을 이용한다. 이 때, 각 블록의 중요도는 전체 노드

의 수에 블록에 속한 레코드의 수를 나눈 값으로 산출한

다. IDF 개념에서 착안하여 블록에 많은 레코드가 포함될

수록 블록의 중요도가 낮다는 접근을 통해 분모를 블록에 

속한 레코드의 수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다수의 가수

가 참여한 앨범은‘Various Artists’로 가수명이 표기된

다. 이러한 가수명으로 생성된 블록의 중요도는 비교적 

낮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블록에 속한 레코드의 수를 

분모로 사용함으로써 수치에 반영된다. 실제로 평가 데이

터에서‘Various Artists’블록에는 627개의 레코드가 포

함되었고‘아이유’블록에는 246개의 레코드가 포함되었

다. 이 때 각 블록의 중요도는 150.26과 381.15로 산출되

었다. 이를 통해 수식1에서 각 블록의 중요도가 적절히 

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자는 동일한 값을 제

공함과 동시에 충분히 큰 값을 제공하여 중요도의 유의미

한 차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체 노드의 수를 사용하였다.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음원서비스 Vibe에서 제공받은 앨범 DB

와 음원서비스 Bugs의 공식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생성한 앨범 DB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9][10]. 

좋아요 개수를 이용한 필터링을 통해 Vibe DB는 18,113개

의 레코드를 가지며 Bugs DB는 75,651개의 레코드를 가진

다. 블로킹의 목적은 최종 정답으로 예측될 가능성이 있

는 후보군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 지표

인 recall, precision 등의 계산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이에 블로킹 결과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3가

지 지표를 통해 성능을 평가한다[4][5]. D는 전체 정답쌍

을 의미하고 |𝐷|는 D에 포함된 레코드 쌍의 개수를 의미

한다. D(𝐵)는 블로킹 결과에서 하나 이상의 블록을 공유

하면서 실제로도 동일한 레코드 쌍의 집합을 의미하

며,|𝐷(𝐵)|는 D(𝐵)에 포함된 레코드 쌍의 개수를 의미한다. 

사용한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ⅰ) Pairs Completeness (PC)는 recall score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전체 정답 레코드 쌍에서 블로킹 결과에서 

하나 이상의 블록에 포함되어 찾아질 수 있는(detectable) 

정답 레코드 쌍의 비율을 [0,1] 범위로 표현한다. 높은 

PC 값은 블로킹 결과가 많은 정답 쌍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5]. 수식으로 나타낸 PC는 수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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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𝐵) = 	
|𝐷(𝐵)|
|𝐷|  

수식 2. 
 

(ⅱ) Pairs Quality (PQ)는 precision score를 나타내

는 지표로서 블로킹 생성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쌍에

서 블로킹에 성공한 실제 정답 쌍의 비율을 [0,1] 범위로 

표현한다. 높은 PQ 값은 전체 블로킹 결과에서 정답 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5]. 수식으로 나타낸 

PQ는 수식 3와 같다. 

 

PQ(B) = 	
|𝐷(𝐵)|
‖𝐵‖  

수식 3. 
 

(ⅲ) Reduction Ratio (RR)는 베이스라인 모델이 생성

한 전체 비교 대상 중 평가 모델을 통해 제거된 비교 쌍

의 비율을 [0,1] 범위로 표현한다. RR 값이 높다는 것은 

불필요한 비교가 많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5]. 

수식으로 나타낸 RR은 수식 4와 같다. 

 

RR(B, 𝐵%()*+!,*) = 1 −	
‖𝐵‖

‖𝐵%()*+!,*‖
 

수식 4. 
 

세 가지 평가 지표 모두 높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𝐷(𝐵)|의 증가는 ‖𝐵‖의 급격

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PC 지표와 PQ, RR 지표는 트

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에 지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4]. 

평가대상 모델은 ‘앨범 명’속성을 키로 수행한 키 기반 

블로킹 모델, 메타블로킹 모델,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

델로 총 3가지이다. 단, 데이터의 특성상 모든 레코드가 

정답을 가질 수 없으므로 PQ 값은 전체 블록에 대한 값

(전체대상 기준 PQ)과 정답이 포함된 블록에 대한 값(일

치대상 기준 PQ) 두 가지를 산출하였다. 또한 RR 지표는 

비교를 위한 모델이 필요하므로 모든 레코드를 비교하는 

brute force(완전 탐색)모델과 키 기반 모델을 비교 모델

로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 모델 비교 
표 1은 본 논문에서 평가 대상으로 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인다. 표 1의 결과에서 PC 지표는 3

개 모델 모두 9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 값을 보였

고, 그 중에서도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이 가장 높은 

수치 값을 보였다. 그러나 키 기반 모델은 PQ 값이 다른 

모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키 기반 블로킹 결과가 

많은 정답 쌍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많은 불필요한 비교 

쌍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비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5]. 반면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은 가장 높

은 PC 값을 보임과 동시에 가장 높은 PQ 값을 보였다. 이

는 실제 정답 쌍을 가장 많이 포함하면서도 불필요한 쌍

은 가장 적게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5]. RR 지표 값

은 3가지 모델 모두 완전 탐색 모델과의 비교 수치 값은 

99.99%로 뚜렷한 성능 개선을 보인다. 실질적인 모델의 

개선 결과로 볼 수 있는 키 기반 모델과의 비교 수치 값

은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이 메타블로킹 모델보다 약 

3% 높은 성능을 보였다.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이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여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4]. 

 
<표 1> 모델 평가지표 비교 

 
PC 

(%) 

전체  

대상  

기준 

PQ 

(%) 

일치  

대상  

기준 

PQ  

(%) 

키  

기반 

기준 

RR 

(%) 

완전 

탐색 

기준 

RR 

(%) 

키 

기반 

모델 

90.83 9.46 68.93 - 99.99 

메타 

블로킹 
92.16 27.8 99.83 65.48 99.99 

속성 

인지  

메타 

블로킹 

94.31 30.88 99.55 68.19 99.99 

 

4.3 실험 결과 - 가중치 계산식 비교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중치 계산식인 CBIIS와 

기존 메타블로킹 모델 가중치 계산식인 ECBS와 EJS을 비

교 평가한 결과를 보인다. 

 
<표 2> 가중치 계산식 평가지표 비교 

 PC 

(%) 

PQ 

(%) 

RR 

(%) 

CBIIS 94.31 30.88 68.19 

ECBS 92.8 30.51 68.32 

EJS 93.17 25.9 62.55 

 

표 2의 결과에서 CBIIS 계산식이 가장 높은 PC, PQ 값을 

보였고 ECBS 계산식이 가장 높은 RR 값을 보였다. 그러나 

CBIIS이 ECBS보다 PC 값은 약 1.5%가 높으면서 PQ, RR 스

코어의 차이는 0.3% 이하로 작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적

은 비교 비용의 증가로 많은 정답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

다[5]. EJS와 비교해서는 3가지 지표 값 모두 CBIIS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CBIIS가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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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DB 속성 그룹화를 진행한 뒤, 블록을 생성하

는 방식으로 기존의 메타블로킹의 블록 생성과정을 개선

하였다. 또한 블록 생성방식 개선으로 인해 변경된 가중

치 그래프에 적합한 새로운 가중치 계산식 CBIIS를 제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블로킹 결과를 평가하는데 주로 사

용되는 3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모델을 평가하고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보였다. 속성인지 메타블로킹 모델을 통해 

블로킹 단계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레코

드 연결 결과의 품질 향상과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성 

그룹화 단계를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블록 생성을 위한 값 매칭 방식은 완전 일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타 또는 일부 특수 문자 등에 

의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값 매칭 방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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