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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LONG-TERM MANAGEMENT ISSUES

고객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기업 기밀정보 유출로 인한 이미지 손상 및 유·무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
우건설은 선제적인 정보보호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보안총괄책임자인 CEO의 관리
하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는 고객서비스 담당 임원들과 함께 회사 및 이해관계

동반성장

협력회사 선정

협력회사 선정 및 평가

협력회사 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우수 협력회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 1회 IT 시스템 기반의 ‘e-Cos’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 모집이 이

자 전원의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루어지며, 상생기획팀과 조달 및 각 사업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최종 신규 협
력회사를 선정합니다. 심사는 시공 및 기술 역량, 재무 안정성, 신용 평가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안전환경 및

통합 문서관리 체계 구축

노동, 윤리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 항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협력회사 우선 배려
정책과 ISO 14001 인증 기업 가점 부여 등 공급망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서중앙화 시스템 적용
계정관리시스템

통합검색

신규 협력회사 등록 프로세스
문서중앙화 시스템
•조직도 연동

PC 문서 백업

•문서·파일·폴더 등 색인
정보 통합 조회

문서보안(DRM)
STORAGE

•PC 문서의 실시간·전체 백업
•문서 유실 시 문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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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신청서
추천인 서명

등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등록확인서 출력

DB

•파일 암·복호화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문서중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본사에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이

해외 외주입찰 프로세스

를 통해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보안위협에서 안전하게 문서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PC에 산재되
어 있던 문서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활용도 증가로 인한 업무 생산성 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해외 협력회사 선정 시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 공정 통합관리시스템인 바로콘
(BAROCON)과 해외 외주입찰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Contractor Registration(PQ Application)’을 통해 전사 해외 협력회사 정보를 통합 관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안점검체계 강화
IT 보안솔루션 강화

Global Contractor Registration(PQ Application) 시스템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문서중앙화 시스템으로 인해 문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우
건설은 빈틈없는 문서보안을 위해 자체적으로 본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정보

업체 정보 등록

해외 협력회사 선정, 평가

신규 해외 협력회사 등록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서유출방지를 위하여 문서 암호화
•해외 협력회사 자체
대우건설 해외PQ포털을
통한 PQ Application
작성 완료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을 강화하였으며, Web-DRM 시스템과 문서 출력물 유통 및 추
적시스템(Data Loss Prevention system, DLP)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안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의해킹 점검
인터넷 서비스 구간, 웹 시스템 환경의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푸르지오, 대우
건설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 점검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커
들이 사용하는 최신 침투기법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대우건설의 웹사이트 현황 및 주요 웹사이트의 취약
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현황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
우건설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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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콘으로
자동 데이터
전송

•외주형 PQ 평가
•통과 및 탈락 여부
자동 이메일 송부

업체
등록

•대우건설 해외 협력회사
Pool 생성
•특성 별 협력회사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