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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이해, 추론, 학습을 수행하는
IBM 코그너티브 보안을 통해
귀사의 보안을 강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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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100 여 년간
주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날씨를 시뮬레이션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고 즉시 전 세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매일 하는 일, 즉 이미지를 인식하고 책을 읽고 어떤 시의 의미를
설명하는 행위를 컴퓨터에게 시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바이러스, 악성코드,
익스플로잇을 찾아내도록 프로그래밍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튜닝을
통해 정확성을 높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끊임없이 공격을 변형시키고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방어막을
통과하려 합니다. 이제 기업은 활동의 가장 미묘한 변화도 탐지하고
이를 최대한 많은 컨텍스트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찾아내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80%
of the world’s data

has been
invisible.

Until now.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 및 비정상적인 동작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매일 250 경 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그 중 80%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즉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만 기존 보안 시스템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어(말, 글,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매일 수천 개의 보안 블로그가
게시되어 세부적인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안
분석가가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분석가처럼 인사이트 있는 분석과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전히 보안 분야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한
무엇이 잘못된 경보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최고의 보안 전문가는 매일의 경험, 동료와의 대화, 컨퍼런스
참여, 최신 연구 자료 학습을 통해 지식을 키워나갑니다.
IBM Security 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이 지속적인 훈련을 받으며 이해와
추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직관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 웹 텍스트, 위협
데이터, 기타 보안 관련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어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안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업과 비슷하지만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그너티브 보안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분석가가 코그너티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완하고 자동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현명하게 최신 공격에
대응하고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다른 시급한 현안 해결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보안이란?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사람-컴퓨터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합니다.

코그너티브 보안은 포괄적이고 상호 연관된
2 가지 기능의 구현입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방대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값진 정보를 얻고 이를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보안 및 비즈니스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이 최고 수준의 컨텍스트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화되고 데이터 중심적인 보안 기술,
기법,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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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부터 코그너티브까지
처음 네트워크가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해커가 등장한 이래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기술은
꾸준히 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은 뚜렷이 구별되는 시대를 거쳤습니다. 주변
통제와 보안 인텔리전스 시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3 의 시대, 즉 코그너티브 보안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 통제 : 제한된 보안
(2005 년 이전)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웹 게이트웨이 등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거나 제한하는 고정 방어 체계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업의 정보
보안은 컴플라이언스 활동 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암호 및 다양한 액세스
제어 전략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잠그고 그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감사를 통과하면 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경계 방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환경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안 인텔리전스 : 생각을 지원하는 보안
(2005 년 이후)
차츰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취약점을 발견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잠재적
공격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실시간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보안 인텔리전스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서 생성하는 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정규화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 인텔리전스에서는 분석을 통해 정상적 패턴과의 불일치를
탐지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의 변화를 식별하고 지정된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을 찾아냅니다. 보안 인텔리전스 인프라 내에서 방대한
정보에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컨텍스트와 연계하여 기업 데이터를
이해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일상 활동을 수행합니다. 보안
인텔리전스는 어떤 비정상이 유의미한지 판단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감염을 탐지하고 오탐지를 줄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코그너티브 보안 : 이해하고 추론하며
학습하는 보안 (2015 년 이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보안 인텔리전스에 기초한 코그너티브
보안은 이해, 추론, 학습 능력을 갖춘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제는
현재 데이터의 80%에 달하는 비정형 데이터(예: 문서, 말)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코그너티브 시스템으로 중요 보안 데이터를 훨씬
더 큰 규모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의 전문가가 관리하는 지식 코퍼스를 수용한 코그너티브 보안
시스템은 일련의 질의-응답 세트를 수신하면서 훈련 받습니다. 이러한
기계 "지식"은 보안 전문가와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시스템 응답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향상됩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어떤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합니다. 이제 기술적 방어 체계가
훈련을 받아 매일 수천 건의 연구 보고서, 컨퍼런스 자료, 학술 자료,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업계 소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이 끊임없이 사건과 동작을 관찰하면서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통합 방어 체계로 새로운 위협을
차단하는 기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코그너티브 보안은 보안 분석가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기술력 공백을 채우고 신뢰도를 높이며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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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보안 중요도
주변 통제

2005 년 이전

보안 인텔리전스

코그너티브 보안

2005 년 이후

2015 년 이후

• 정적인 방어

• 실시간 활동 감지

• 인간의 생각을 투영하는 추론에 기반

• 패스워드로 보호

• 알려진 패턴에서 얼만큼

• 행위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 컴플라이언스에 초점
• 성공 = 감사 통과

벗어났는지에 초점
•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 능력
• 수동적이며 룰 기반

• 지속적인 위협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자동
학습 기능

그림 1

코그너티브는 결국 기존 보안의 기초 위에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보안 인텔리전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코그너티브 보안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코그너티브는 위협 인텔리전스와 탐지 내용을 분류하고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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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너티브 보안의 이점
기존의 프로그래밍 기반 보안 시스템은 미리 정의된 매개변수에 따라 요청에
응답하고 결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모든 상호 작용으로 지식 기반을 확장하고 인사이트 있는 관점에서
개연성을 평가하고 유의미한 변수를 고려한 행동을 지원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비정상 또는 공격을 탐지하여 응답하는 사후 대응적이지만
코그너티브 보안은 사전 대응적입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수행하면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단편적
정보를 연결하고 변화를 탐지하고 수십억 건의 이벤트를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지식 기반을 구축합니다.
코그너티브 솔루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뿐 아니라 가설, 증거
기반의 추론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80%의 비정형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수많은 출처 및
위치에서 얻은 정형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점점 더
정보로부터 가치가 창출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는 전

그림 2

보안 인텔리전스와 빅데이터 분석은 대개
비정형이므로 코그너티브 요소는 현재의
상황 및 대응 방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
단계를 추가합니다. 이와 같이 위용이
갖춰지면 해당 보안 환경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2 참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값지며 복잡한 원자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모두 마이닝하고 지속적으로
특성과 패턴을 추출하여 실시간 컨텍스트를 확보함으로써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코그너티브 보안의 다음 3 대 영역에서는 사람과 비슷한 사고 패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1. 비정형 데이터와 자연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터득합니다. 여기에는
맥락에 따라 책, 보고서, 블로그, 관련 산업 데이터를 "읽고"
이미지를 "보고" 자연 음성을 "듣는" 활동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정보를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추론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결론을 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축적되는 데이터 및 상호 작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인사이트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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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이 있고 폭넓은 분석
악성코드, 악성 위협, 변칙, 비정상을 탐지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너무 많은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의
다차원 분석 기능은 이와 관련하여 우위를 제공합니다.

더 우수한 직관, 지성, 인사이트를 지닌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협의 징후가 될
만한 미묘한 변화와 합당한 동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 거시적 관점과 선제적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날에는 흑과 백을 구분하는 능력이 통합 보안 인프라에 필요한
전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회색 지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코그너티브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기술력 공백 해결
오늘날의 보안 환경에서 고전하는 것은 시스템뿐이 아닙니다. 실무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원되지 못한 정보 보안 보직 수가 208,000 개에 달하며
2020 년에는 150 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그너티브 보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확장 가능한 리소스가 되는 코그너티브

코그너티브는 고급 시각화, 대화형 취약점 분석, 리스크 평가,

시스템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보안 팀의 특별한 보충력이 될 수

조치방안, 출처 규명 등 사람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보안 분석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시스템
내부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위협을 모니터링하면서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전 세계 수천 개 고객사를 위해 초당
수십만 건의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는 글로벌 교환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비정상 요소 및 결함 있는 로직을
식별하고 증거 기반의 추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석가는 대안의 결과를 고려하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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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너티브 활용 :
SOC 분석가 지원
코그너티브 시스템에서 방대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여 주니어 분석가가 시니어 분석가로 고속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연구 보고서, 모범
사례와 같은 정보 수집을 자동화한 다음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다년간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외부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 또
다시 Heartbleed 취약점이 나타나면 수많은 블로그에서 그
대응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 위협에 대한 시그니처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연어 온라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크롤링을
수행하여 다음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차단할 방법을
신속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첨단 분석 기능으로 위협 식별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기계 학습, 클러스터링, 그래프 마이닝,
엔티티 관계 모델링과 같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 유출, 악성코드 활동을 신속히
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코드 및 코드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분석 및 데이터의 의미론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천 건의 취약점 조사 결과로부터 소수의 실행
가능 항목을 추출하고 코드에서 수정 가능한 위치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사적 리스트 완화
미래에는 코그너티브 시스템이 각종 상호 작용과 그 특성 및
감수성에 대한 집합체(corpus)를 분석하여 조직, 기업 활동,
훈련 및 재교육을 위한 리스크 프로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에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 어떤 조직에 민감한
내용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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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사이버 범죄 경제 환경의 반전
코그너티브 시스템은 악성코드라고 부르는 수많은 악성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성을 분석하여 미묘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사이버
범죄 조직은 각자의 코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현재
활동 중인 악성코드의 상당수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시스템으로, 의심스러운 실행 파일의 수천 개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또는 왜 일치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됩니다. 탐지를 피하는 악성코드 개발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Ponemon Institute 의 2015 년 데이터 유출
사고 비용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서 지능적 지속 위협을 탐지하는 데
평균 256 일이 걸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비용이 650 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보안 분석가는 코그너티브
보안을 통해 잠재적 공격의 조기 징후를 성공적으로 찾아내고 훨씬
더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가 공격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패턴을 찾아내 새로운 악성코드 변종을 밝혀내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컴퓨팅은 데이터뿐 아니라 의미, 지식, 프로세스 흐름,

코그너티브 보안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새로운 공격의 성공률이
낮아지면 사이버 범죄 세계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맞닥뜨리게

활동의 진도까지 매우 빠르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기능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폭넓고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그너티브 에코시스템을 위한 통합과 전문성
올바른 보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전문성이 관건입니다.
통합되지 않고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가시성 및 실행 가능한

매일 새로운 위협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보안 전문성 및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솔루션 및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지 않는 수많은 포인트 제품으로부터 너무 많은
보안 프랙티스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인지 활동에 접목할 수 없다면 곧 뒤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IBM XForce Exchange 에서는 현재 88,000 개 이상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
250 억 개 이상의 웹 페이지, 1 억 개의 엔드포인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글로벌 범위의 전문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하이브리드 IT 환경 전반에서 각 전문
기능이 서로 연계하고 소통하면서 사외의 영역까지, 즉 에코시스템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통합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이는 보안 기술력의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처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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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의 역할

실행해야 할 3 가지

코그너티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IBM 은 보안 분야에서
코그너티브 혁명을 이끌 지적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전
세계 36 개 보안 센터에서 7,500 명 이상의 IBM Security
전문가들이 매일 133 개국에서 발생하는 350 억 건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IBM 은 수십 년 전부터 코그너티브 기술에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그너티브 기능 활용에

투자해 왔으며 지난 5 년간 자연어 처리, 음성 및 영상 처리,
쿼리하기 용이한 지식 그래프와 같은 툴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 활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IBM 은 코그너티브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안 유스 케이스를 발전시키고
이 정보를 보안 분석가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코그너티브 기능을 활용할 준비가
되도록 보안 로드맵 개발

IBM Security 는 현재 여러 솔루션에서 코그너티브 기능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취약점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우선 순위에
따라 이 취약점을 처리하여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기계 학습을
이용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대해 연구

보안 인프라 내에서 통합
촉진

관련된 비정상 요소를 발견하는 데 행동 학습을 이용합니다.
IBM Security 는 심층 분석, 신원 및 액세스, 첨단 사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모바일, 리서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end-to-end) 보호 및 면역 체계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각각에서 IBM 코그너티브 기능을
활용할 것입니다. 코그너티브 보안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코그너티브 기술을 혁신적으로 구현하고 융합하는 IBM 플랫폼
도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자세한 정보
http://www.ibm.com/security/kr/ko/

10

IBM Security 소개

© Copyright IBM Corporation 2016
IBM Security
Route 100
Somers, NY 10589

IBM Security 는 엔터프라이즈 보안 제품 및 서비스로 구성된 가장
발전되고 통합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의 IBM X-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pril 2016

Force 연구 개발 조직이 뒷받침하는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업이
거시적 관점으로 사용자, 인프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크 관리, 엔드포인트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을 위한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IBM, the IBM logo, ibm.com and IBM X-Force are trademarks of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registered in many
jurisdictions worldwide. Other product and service names might be
trademarks of IBM or other companies. A current list of IBM
trademarks is available on the web at “Copyright and trademark
information” at ibm.com/legal/ copytrade.shtml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기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합형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IBM 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보안 연구, 개발, 딜리버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매일 133 개국에서
발생하는 350 억 건의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며 3,700 건
이상의 보안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IBM Global Financing 과 함께 가장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 및 개발 목표를 뒷받침할 맞춤형 금융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자금 관리 및 총소유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IBM Global Financin 을 통해 귀사에 중요한 IT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bm.com/financing 에서 확인하십시오

This document is current as of the initial date of publication and may
be changed by IBM at any time. Not all offerings are available in every
country in which IBM operates.
The client examples cited are presented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ctual performanc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specific
configurations and operating conditions.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PROVIDED “AS
IS” WITHOUT ANY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ANY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ANY WARRANTY OR CONDITION OF NONINFRINGEMENT. IBM products are warranted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s under which they are
provided.
The client is responsible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it. IBM does not provide legal advice or
represent or warrant that its services or products will ensure that the
client is in compliance with any law or regulation.
Statement of Good Security Practices: IT system security involves
protecting systems and information through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improper access from within and outside your
enterprise. Improper access can result in information being altered,
destroyed, misappropriated or misused or can result in damage to or
misuse of your systems, including for use in attacks on others. No IT
system or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ly secure and no
single product, service or security measure can be completely
effective in preventing improper use or access. IBM systems,
products and services are designed to be part of a lawful,
comprehensive security approach, which will necessarily involve
additional operational procedures, and may require other systems,
products or services to be most effective. IBM does not warrant that
any systems, products or services are immune from, or will make your
enterprise immune from the malicious or illegal conduct of an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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