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2018 년 2 월 14 일 업데이트 

 

도시바 메모리 주식회사에서 고객 여러분께 “도시바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제품”의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2017 년 10 월 17 일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잠재적인 WPA2 무선 LAN 프로토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되는 주요 정보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와 무선 LAN 장치 간에 전송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펌웨어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1. 스마트 폰과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2.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용 “Wireless SSD Toshiba” 앱에 들어갑니다. 최신 버전의 

앱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3.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iOS 용 최신 앱 다운로드는 AppleStore 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WirelessSSD”를 입력합니다.  

또는 https://itunes.apple.com/us/app/wireless-ssd-for-toshiba-ver2/id1017645662?mt=8 를 통해 가능합니다.  

Android 용 최신 앱 다운로드는 GooglePlay 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WirelessSSD”를 입력합니다.   

또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oshibatest.wd.activities 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신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Firmware version v2.000.220. 

App version for iOS 2.4.146 

App version for Android 2.0.544 

https://itunes.apple.com/us/app/wireless-ssd-for-toshiba-ver2/id1017645662?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oshibatest.wd.activities


2017 년 11 월 24 일 업데이트 

 

11 월 30 일 이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펌웨어가 예상보다 길어진 검증시간으로 인해 지연되었음을 

알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취약사항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으며, 펌웨어가 준비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공개 일정 및 지침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017 년 10 월 17 일 업데이트 

 

Canvio AeroMobile 에 있어서의 ‘WPA2 키 정보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취약성’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께 

평소 폐사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폐사의 Canvio AeroMobile(이하, ‘대상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WPA2(무선 LAN 의 암호화 방식)에 

있어서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의 키 정보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취약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상 

제품과 무선 LAN 으로 접속한 기기 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W 수정판이 릴리스 될 때까지는 ‘Station 모드’이용을 되도록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WPA2 는 무선 LAN 통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대상 제품의 경우 ‘Station 모드’ 

에서 해당 취약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작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상 제품 의 FW 

수정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 년 11 월 하순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Station 모드’의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tation 모드’ 를 무효화한 상태라도 접속 상대의 기기에 해당 취약성이 있는 경우는 송수신되고 

있는 데이터가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 상대의 기기에 취약성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접속해 주십시오.  접속 상대 기기의 취약성 유무 및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기기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Station 모드’는 무효화되도록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제품 

제품명: Toshiba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취약성 설명 

대상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WPA2(무선 LAN 의 암호화 방식)에 있어서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 할 

때의 키 정보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취약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약성이 초래하는 위협 

대상 제품과 무선 LAN 으로 접속한 기기 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책  

FW 가 2017 년 11 월 30 일 이전에 공표될 예정이며, 수정판 FW 가 공개될 때까지 Canvio AeroMobile 

Wireless SSD 의 ‘Station 모드’를 무효화해 주십시오. ‘Station 모드’ 설정의 확인 및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tion 모드’는 무효화되도록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Canvio AeroMobile 의 IOS 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Station 모드’를 

무효화해 주십시오.  

１． 세팅 버튼을 클릭(화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２． 인터넷 버튼을 클릭, 접속하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  

３． Forget 버튼을 클릭.  

 

 

 

 

 

 

수정판 00: 새로운 공개, 2017 년 10 월 17 일 

수정판 01: 스케쥴 업데이트, 2017 년 11 월 24 일 

수정판 02: 펌웨어 업데이트 공개, 2018 년 2 월 14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