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SCSA00358: CANVIO (STOR.E) 무선 제품의 기본 

패스워드 보안 취약성 
최초 발표일: 2018 년 2 월 28 일 

■ 기본 설명 
CANVIO (STOR.E) 무선 제품에서 기본 패스워드의 보안 취약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CANVIO (STOR.E)를 처음 사용할 때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CANVIO (STOR.E)의 전체 공유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안 취약성이 보고된 제품 
제품명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델 번호. 제품 이미지 취약성 

Canvio AeroCast / 

Canvio AeroCast 무선 HDD 
HDTU110*KWC1 

 

기본 패스워드 

(Default Password) 

Canvio 무선 어댑터 / 

STORE.E 무선 어댑터 / 

Canvio CAST 무선 어댑터 

HDWW100*KW*1 

 

패스워드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Null Default Password) 

 

■ 각 모델별 보안 위협: 
모델 번호 위협 

HDTU110*KWC1 

취약성을 나타내는 제품의 무선 통신 범위 안에 위치하며 기본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다른 사용자가 제품의 전체 공유 파일 시스템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HDWW100*KW*1 
취약성을 나타내는 제품의 무선 통신 범위 안에 위치하는 다른 사용자가 

제품의 전체 공유 파일 시스템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 취약성에 대한 대책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할 때 기본 패스워드를 충분히 강력하며 추측하기 힘든 고유의 패스워드로 

즉시 변경하십시오. 

패스워드 보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US-CERT Security Tip ST04-002 and 

Password Security, Protection, and Management (미국 침해사고대응팀 보안 팁과 패스워드 보안, 

보호, 관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각 모델별 대응책: 

모델 번호 대응책 및 변경방법 

HDTU110*KWC1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기본 패스워드를 즉시 변경하여 주십시오. 타인이 추측하기 

힘든 고유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용 설명서와 지역별 고객 

지원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FAQs)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본 패스워드는 제품 출하 시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기본 패스워드를 다른 

패스워드로 변경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경된 패스워드가 기본 

패스워드로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관련 앱을 사용하거나 리셋 버튼을 눌러 제품을 리셋한 경우 

2.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기 (Enable factory default after 

firmware upgrade)”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경우 



모델 번호 대응책 및 변경방법 

HDWW100*KW*1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즉시 패스워드를 활성화하고 자신만의 고유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타인이 추측하기 힘든 고유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용 설명서와 지역별 고객 지원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FAQs)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본 패스워드는 제품 출하 시에 설정되지 않은 (null) 

상태입니다. 고유의 패스워드를 설정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고유의 패스워드가 리셋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관련 앱을 사용하거나 리셋 버튼을 눌러 제품을 리셋한 경우 

2.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기 (Enable factory default after 

firmware upgrade)”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경우 

 

■참고자료 
Alert (TA13-175A) Risks of Default Passwords on the Internet  

[경고 (TA13-175A) 인터넷 상의 기본 패스워드의 위험]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3-175A 

 

■개정 이력 
개정본 발표일: 2018 년 2 월 28 일 Janxx. 

 

■연락처 정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Consumer Storage Solutions 웹사이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ert.gov/ncas/alerts/TA13-175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