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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무선 랜 기능을 갖춘 SDHC/SDXC 메모리 카드인 FLASHAIR 

가 WPA2 키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안 취약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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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메모리 (Toshiba Memory Corporation) 

수신: 당사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Toshiba Memory Corporation은 Toshiba Memory FlashAirTM (이하 제품)와 관련된 WPA2 무선 LAN 

프로토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취약성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키 정보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취약성 때문에 본 제품과 무선 LAN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 사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WPA2는 무선 LAN에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는 FlashAirTM W-0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가 “Internet pass thru” 모드에서 사용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무선 LAN “Internet pass thru” 

모드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2017년 12월 말 이전에 배포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배포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에서 “Internet pass thru” 모드가 해제된 경우라도, 제품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이러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전송되는 데이터가 여전히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lashAirTM W-03, FlashAirTM W-02, FlashAirTM Class6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에 디바이스를 연결하기에 앞서 장치의 이러한 보안 취약성을 점검할 것을 고객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디바이스의 취약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해당 디바이스의 고객 및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이 보안 취약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지역의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심 성의껏 귀하를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toshibamemorycorp.com/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http://www.toshibamemory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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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 정보 

제품명 

Toshiba Memory FlashAirTM W-04 

*참고: FlashAirTM W-04에서 “Internet pass thru” 모드는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 모델 용량 라벨 

 

내장 무선 LAN 기능을 갖춘 SDHC/SDXC 메모리카드인 

FlashAirTM W-04 

THN-NW04W0640A6 64GB 

THN-NW04W0320A6 32GB 

THN-NW04W0160A6 16GB 

 

보안 취약성에 대한 설명 

Toshiba Memory Corporation 은 무선 LAN 암호화에 사용되는 WPA2 프로토콜의 취약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 정보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안 취약성의 위협 

FlashAirTM W-04 메모리 카드와 무선 디바이스 사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방법 

2017년 12월 말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포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기 

전까지는 FlashAirTM W-04 에서 “Internet pass thru” 모드를 비활성화 해주십시오. 참고사항: 

FlashAirTM W-04에서 “Internet pass thru” 모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nternet pass thru” 모드는 FlashAir iOS 및 AndroidTM 앱을 사용하거나 FlashAir Configura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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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Air iOS와 Android 앱을 사용하는 경우, FlashAirTM에 대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Settings” > “FlashAir settings”> “Internet pass thru mode”를 차례로 연 다음 모드를 확인하고 원하는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MASTERCODE"를 입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MASTERCODE"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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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Air Configura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FlashAir 메모리 카드를 PC에 삽입합니다. 그리고 "FlashAir Configuration Software" > "Network 

settings."을 차례로 연 다음 모드를 확인하고 원하는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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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A2 is a trademark of Wi-Fi Alliance. 

* Android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All other company names, product names, and service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compan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