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
[법률 제140-V호, 2016.04.01, 개정]

□ 개 요
투르크메니스탄「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은 투르크메니스탄 소
비자, 제조업자, 용역 및 서비스 수행자, 판매자 간 물품 판매, 용역
수행 및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
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가 정책, 소비자 협회, 국가 규제, 관
련기관의 권한, 유형별 소비자의 권리와 손해배상, 소비자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11월 8일 제정되어 총 4장 30
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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