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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o 계약 법인, 준거법 및 관할권 

 

Criteo 서비스(“Criteo”)를 제공하는 Criteo 지사는 파트너가 선택한 오디언스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법 및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아래 목록에 설명된 대로 파트너가 선택한 오디언스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오디언스 위치 : 일본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K.K. 

준거법: 일본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도쿄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마카오, 파키스탄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Singapore Pte. Ltd  

준거법: 싱가포르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싱가포르 법원 

 
오디언스 위치 : 한국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Korea Ltd. 

준거법: 한국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서울 법원 

 

오디언스 위치 : 독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폴란드, 알바니아, 알제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GmbH 

준거법: 독일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뮌헨 법원 

 

오디언스 위치 : 브라질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do Brasil Desenvolvimento de Serviços de Internet Ltd 

준거법: 브라질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상파울루 법원 
 

오디언스 위치 : 호주 및 뉴질랜드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Australia Pty Ltd 

준거법: 호주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호주 법원 

 

오디언스 위치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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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B.V. 

준거법: 네덜란드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암스테르담 법원 

 

오디언스 위치 :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안도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바티칸 시국, 모나코, 뉴칼레도니아, 산마리노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SAS 

준거법: 프랑스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파리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스페인 및 포르투갈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España, , S.L.U. 

준거법: 스페인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마드리드 법원 

 

오디언스 위치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발바르, 얀마옌섬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Nordics AB 

준거법: 프랑스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파리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이탈리아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S.r.l. 

준거법: 이탈리아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밀라노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영국, 남극 대륙, 지브롤터, 건지, 맨섬, 저지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Ltd 

준거법: 영국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런던 법원 

 

오디언스 위치 : 미국,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하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Corp. 

준거법: 뉴욕주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뉴욕, 뉴욕 카운티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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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Canada Corp. 
준거법: 온타리오 프로방스 법률 및 이에 적용되는 캐나다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토론토 법원 

 

오디언스 위치 : 터키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Reklamcılık Hizmetleri ve Ticaret A.Ş. 
준거법: 터키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이스탄불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아랍 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바레인,  

보츠와나, 콩고,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이라크,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스와질란드, 튀니지, 탄자니아, 우간다,  

예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MEA FZ-LLC 

준거법: 두바이 에미레이트에 적용되는 아랍 에미리트 법률 
분쟁에 대한 독점관할법원: 두바이 에미레이트의 아랍 에미리트 법원 

 

오디언스 위치 :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Criteo 서비스 제공업체: Criteo India Private Limited 

준거법: 해당 인도 법률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권: 본 약관에 명시된 사안에 관한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1인의 
중재자에게 회부된다. 중재 관할권은 뉴델리이며 장소는 뉴델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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