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ne 16, 2017 

Important: Fraudulent Activity, Scams, and Unauthorized Use of 
Nomura Brand 

Nomura continues to monitor all unauthorized use of the Nomura brand. Such unauthorized 
use can include email scams and other types of illegal activity.  
 
We recently became aware of a website listed below that may have been created in an 
attempt to fraudulently represent itself as an investment company which is part of, or linked 
to the Nomura Group.  This website encourages investors to register as a member and to 
create an account for purposes of trading futures and options.  Please note that neither 
this website nor Nomura Future Invest  belongs to Nomura Group, nor is it in anyway 
linked to Nomura Group. 
 
nomurafutureinvest.com 
 

 
If you receive unsolicited communications, Nomura recommends that you contact our Fraud 
Risk Officer immediately to authenticate the content of any such communication. In addition, 
Nomura recommends that you do not: 
 

• Register as a member to, or log into a website. 

• Make any payments without being certain the transaction is legitimate. 

• Provide any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to anyone you do not know. 

• Reply to suspicious emails or text messages or contact the sender.  

• Open suspicious website links or attachments as this may lead to an attempt to infect 
your computer or mobile device with a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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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노무라 브랜드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 부정행위 및 사기 

노무라는 당사 브랜드에 대한 불법적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불법적 사용에는 사기성 

이메일 및 기타 비합법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아래 기재된 웹사이트를 인지하였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허위적으로 이 웹사이트가 

노무라 그룹과 연계된 또는 이에 소속된 투자회사 보이고자 개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고객으로 하여금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선물옵션을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 또는 ‘노무라선물투자’라는 곳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노무라 그룹과 연계, 또는 노무라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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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신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경우, 노무라 사기 위험 관리자(Fraud Risk Officer)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연락의 진위를 파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로, 저희 노무라에서는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로그인 하는 행위 

• 해당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 그 어떠한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 모르는 당사자에게 개인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의심되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거나, 또한 발송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 고객의 컴퓨터 또는 핸드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의심이 가는 

웹사이트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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