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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심]2020. 9. 9. 원고패

판결선고일

m 원고는 ◇◇초와 2019. 5월 공산품류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
로, ◇◇초는‘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가 납
품되지 않았다는 이유(현품사양 위반)로 2019. 5. 29.자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
사건개요

고가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미등록차량으로 배송한 사실을 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신
고하여 원고는 시스템 사용제한 처분을 받음.
m 원고는 ◇◇초의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한 납품대금 및 ◇◇초의
부당한 신고행위로 인한 일실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m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함.

판결이유

- 원고는 ◇◇초의 현품설명서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강제거래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계약의 체결 경위, 학교급식법의 특성 및 내용, 학교급식 식
재료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초가 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을 요구한 것
은 학교급식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정
거래법이 정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초의 현품설명서와 다른 고춧가루, 새우젓, 콩기름을 납품하고 현품
설명서에 따른 현미유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으며, 냉동 급식재료를 일반승용차로
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급식재료의 품질과 성분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급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반복하여 계약에서
정한 급식재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다른 급식재료 공급함으로써 ◇◇초의 급식 실
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 볼 것임.
- ◇◇초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의 대신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초의 급식조달시스템 신고행위는 한국△△△△△△△공사의 배송차량전수등
록제도 시행 안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