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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CSA00436：CANVIO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여러 가지 취약성 

 

도시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앤 스토리지 코퍼레이션 
■개요 

CANVIO (STOR.E) 무선 제품과 NAS 제품 (이하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에서 원격 

임의 코드 실행(즉 RCE 공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취약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사용을 

중단하시거나, 이러한 취약성들이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회피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 

제품 카테고리 
제품명 

(지역에 따라 다름) 
모델 번호. 펌웨어 버전 

무선 제품 

CANVIO AeroCast  / 

CANVIO AeroCast wireless HDD  
HDTU110*KWC1 1.2.8 또는 그 이전 버전 

CANVIO Wireless Adapter / 

STOR.E Wireless Adapter  / 

CANVIO Cast Wireless Adapter  

HDWW100*KW*1 2.0.7 또는 그 이전 버전 

NAS 제품 
CANVIO PERSONAL CLOUD / 

CANVIO HOME 
HDNB1*0*E*1 

0011.3050 또는 그 이전 

버전 

참고: 모델 번호의 별표 표시(*)는 영숫자 문자입니다. 

  

■영향 

samba 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OSS 모듈들은 CVE-2017-7494 를 

비롯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각 OSS 

모듈별 취약성 정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외부의 공격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을 제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OSS 모듈별 취약성 정보 목록> 

 

 

■회피 방법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http://canvio.co.kr/down/20180724/CVSS_List_0719_Rev05.pdf


・다음과 같은 회피 방법은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취약성이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 타입 이 취약성들이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법 

NAS 제품 무선 제품 

가정용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연결 광대역 라우터(broadband router)와 

같은 방화벽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트래픽을 필터링할 것. 

무선 제품을 AP 모드로 설정할 것. 

*1 *2 

 무선 LAN 을 통해 연결 로컬 네트워크 내에 무선 통신 장비가 

없음을 확인할 것. 

1. 무선 제품의 WPA2 취약성을 해결한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 할 것.  

2. 기본 패스워드를 안전한 다른 

패스워드로 변경할 것. 

모바일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연결 

(스마트폰, 태블릿, WWAN 카드 장착 PC 등) 

*3 

WWAN 과의 연결 차단 *3 

*1: 제품을 설정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2: WPA2 취약성을 해결한 최신 펌웨어로 꼭 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3: WWAN 은“Wireless Wide Area Network(무선 광역 통신망)”를 의미합니다. 

참고: 도시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앤 스토리지 코퍼레이션은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합니다. 

참고: “영향을 받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의 제조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적절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꼭 실시하여 주십시오. 

 

<공격 루트> 

            

<무선 제품> 

여러 가지 연결 모드 

・이 취약성들의 악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AP 모드”(아래 참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station 모드와 bridge 모드에서는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가정용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연결 

광대역 라우터 

무선 디바이스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 

무선 LAN 을 통해 연결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스마트폰, 태블릿, WWAN 카드 장착 PC 등) 



 

※1:설정 후에는 크롬캐스트(ChromecastTM)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hromecast 는 Goog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제품명 설명서 

CANVIO AeroCast  /  

CANVIO AeroCast wireless HDD 
> 다운로드 

CANVIO Wireless Adapter /  

STOR.E Wireless Adapter  /  

CANVIO Cast Wireless Adapter 

> 다운로드 

 

■ 참고자료 

・ WPA2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신 펌웨어  

・ CVSS SIG (보안 취약성 공통 평가 시스템에 대한 SIG)  

・“CANVIO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단” 

 

■연락처 정보 

도시바 스토리지 고객센터 : 02-701-3133 

도시바 스토리지 총판 주영통신㈜ : 02-717-2472 

 

※1 

 

 

AP 모드 Station 모드 Bridge 모드 

인터넷 

Wi-Fi  

라우터 

AeroCast/ 

Wireless Adapter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Wi-Fi  

라우터 

인터넷 

Wi-Fi  

라우터 

AeroCast/ 

Wireless Adapter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폰/ 

태블릿 

 라우터(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은 허용되지 않음 

http://canvio.co.kr/down/20180724/CANVIO_AeroCast.pdf
http://canvio.co.kr/down/20180724/CANVIO_Wadp.pdf
http://www.canvio.jp/en/news/hdd/ot_notice/20171017.htm
https://www.first.org/cvss/
http://canvio.co.kr/bbs/board.php?bo_table=5_3&wr_id=73&pag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