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최근 
조계종 고위직인 종회의원과 
주지를 포함한 스님 8명이 포커 
도박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
스님들이 못난짓을 했는데 내가 
대신 참회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지난 10일 불기(佛
紀)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을 紀)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동화사 동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삭발염의(削
髮染衣)를 해서 출가를 하고 
시줏밥을 먹고 살아도 이전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많다”며 도박 스님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다.용서를 구했다.
  또 “중생은 돈을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한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업이다”며 “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은 절에 
머물지만 중생의 습기에 놀아난 
이들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불교 조계종(초무원장 혜인
스님)이 성명을 통해 불교계
의 신뢰를 추락시킨 조계종의 
도박승려 사건과 관련해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혜인스님은 최근 성구했다. 혜인스님은 최근 성
명에서 “언론에 회자되는 
조계종 몇몇 개인 승려들의 
도박과 관련 술, 담배 등이 거
론되는 것에 대해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며 
“승려의 계율청정을 삶의 “승려의 계율청정을 삶의 
지표로 삼은 역대 종사 큰스
님들께 부끄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조계종은 
총무원장 이하 총무직원 전원
은 종정에게 사표를 내고 물

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며 “이를 위해 젊은 승가들
은 분연히 일어나 조계종을 
정화해 청정수행 자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
고 촉구했다.
  혜인스님은 “비구(남자   혜인스님은 “비구(남자 
승려)는 돈을 가지지 않는 것
이 수행자의 성찰임에도 역사
상비구가 도박, 술, 담배를 했
다는 것을 들어 본 바가 없다
”고 지적하면서 이번을 계기
로 청증승가 공동체 구현을 로 청증승가 공동체 구현을 
위해 책임자는 사퇴해야 된다
”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혜인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종법의 
종정 교시는 “종풍선양 기강

확립 섭중하합이라”면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
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지
계청정의 중지를 선양하기 계청정의 중지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총무원 임직원들의 
대폭적인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옆을 돌아보지 않고 
위대한 부처가 된다는 신념을 
가진 자만이 세상 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중이 
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대국민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대국민 
참회문 발표와 108배 정진, 
종책모임 무차회의 자진해체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도찰(몰카)’이라는   물론 ‘도찰(몰카)’이라는 
비열한 수단에 의해 사건에 
연루 된 스님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졌다. 그러나 
어찌됐든 ‘팩트(fact)’가 
분명하다. 어울러 종교인에게 
더욱 정밀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 상식이다. 문제해결의 것 상식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결자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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