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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소비자, 제조자, 용역수행자,
수입업자, 판매자 간 물품 판매, 용역 수행 및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
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물품(용역, 서비
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제 7조), 상
거래 분야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제8조), 물품(용역,
서비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제12조), 하자 있는 물품 구매할
경우 소비자의 권리(제13조), 물품의 하자에 따른 가격 인하 및 계약
의 파기(제16조), 소비자에게 하자 있는 물품 판매 시 소비자와 정산
(제17조), 저 품질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제18조)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소비자권리의 저해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규정하고 있다.

총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4월 26일 제정, 1996년 5월 17
일 발효되었으며, 총 10회의 개정을 걸쳤다(2016년 7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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