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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도시바 메모리 코퍼레이션(Toshiba Memory Corporation)은 Toshiba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에서 몇 가지 잠재적인 취약점이 확인되었음을 당사의 소중한 고객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취약점에는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내의 임의 코드 실행(arbitrary 

code execution)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약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피 방법을 적용할 것을 당사의 고객들에

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바 메모리 코퍼레이션은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의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렦 제품 정보 

제품명 

Toshiba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취약점 위협 

 

취약성을 나타낸 제품들의 OSS 모듈(samba 등)은 CVE-2012-1182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알려

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확인한 취약점 상세정보는 다음의 “OSS 모듈에 대한 

취약점 정보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외부의 공격자가 정보 누출/변경을 일으키도록 만들 수 있으며, 취약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OSS 모듈의 취약점 목록> 

 

OSS 이름 버전 CVE의 예 CVSS 

samba 3.0.24 CVE-2012-1182 10 

ez-ipupdate 3.0.10 CVE-2004-0980 10 

ffmpeg 0.6.1 CVE-2013-4265 10 

sqlite 3.7.13 CVE-2015-5896 10 



libpng 1.2.44 CVE-2015-8540 9.3 

pcre 7.9 CVE-2015-8391 9 

linux_kernel 2.6.36 CVE-2017-1000251 8.3 

busybox 1.12.1 CVE-2016-6301 7.8 

ntp 4.2.4p2 CVE-2015-7701 7.8 

dnsmasq 2.22 CVE-2017-14496 7.8 

lighttpd 1.4.28 CVE-2013-4599 7.6 

iptables 1.4.10 CVE-2012-2663 7.5 

libexif 0.6.20 CVE-2012-2840 7.5 

libFLAC 1.2.1 CVE-2014-9028 7.5 

tiff 4.0.3 CVE-2018-5360 6.8 

e2fsprogs 1.39 CVE-2007-5497 5.8 

U-Boot 1.1.3 CVE-2017-3225 5.6 

libid3tag 0.15.1b CVE-2004-2779 5 

 

 회피 방법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에서 “Station” 모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Canvio AeroMobile에서 기본적으로 “Station” 모드는 해제되어 있습니다. 

“station” 모드는 Canvio AeroMobile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해

제할 수 있습니다: 

 

1. “Setting” 버튼(화면 상단 우측에 위치)을 누릅니다. 

2. “Internet”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AP)를 선택합니다. 

3. 그리고 “Forget”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자료 

WPA2 키의 생성과 관리에 관렦하여 발견된 보안 취약점 

https://storage.toshiba.com/docs/supportdocs/toshiba_canvio_aeromobile_wireless_ssd_wpa2_

hack_rev_6_01.pdf?sfvrsn=bc3669fe_4 

 

TMCSA00315: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의 기본 패스워드의 취약점 

https://toshiba.semicon-storage.com/content/dam/toshiba-

ss/ncsa/en_us/docs/servicessupport-

documents/Security_Advisory_Default_PW_2018016_%20AeroMob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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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정보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의 본 취약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기

술 지원 부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귀하를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기

술 지원 부서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toshibaMemoryCorp.com을 방문

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www.toshibamemory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