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3 일 옌리멍 박사님이 폭스과의 2 번째
인터뷰：홍콩 과학자는 중국공산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은폐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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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독점 뉴스 두 번째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7voTUuVT5i4
폭스 뉴스 앵커：
지금, 홍콩에서 오신 과학자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녀는 “작년 12 월과 올해 1 월에 코로나 19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
본래는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의 상사가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옌리멍(闫丽梦)박사가 미국에 망명온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행운 스럽게 그녀를 저희 프로그램에 초대하여 그녀의 첫
번째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빌,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폭스 뉴스 앵커：
박사님은 4 월말에 미국에 도착하였고
지금 행방을 감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중국공산당정부가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네, 그들(중국공산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는 행방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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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하면 저는 그들(중국공산당)이 어떻게 폭로인(내부고발자)을
대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폭로인(내부고발자)으로써 사람들과 전 세계를 향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진실과 SARS-COVID 바이러스의 기원, SARSCOVID-2 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스 뉴스 앵커：
알겠습니다 박사님. 중국공산당은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는지
증명하실수 있습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네. 제가 폭스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중국공산당정부는 작년 12 월말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바이러스의
대폭발)
그때 이미 27 명이 아닌 40 여 명이 감염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미 사람 간의 전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중국공산당)은 이 사실을 1 월중순까지 은폐하였고, 사실상
1 월 20 일에서야 인정하였습니다.

폭스 뉴스 앵커：
박사님의 뜻은 12 월말에
이미 사람 간이 전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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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뉴스 앵커：
하지만 중국공산당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부인하였고,
3 주뒤에 마침내 인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네.

폭스 뉴스 앵커：
만약 (박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세계와 미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다릅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최대 규모의 펜데믹이며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본 어떤 전염병보다 더 심각합니다.
때문에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능한 빨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스 뉴스 앵커：
박사님은
남편분을 설득하여 함께 미국에 오려고 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FBI 와도 이미 소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의 얘기를 확인한 분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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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멍(闫丽梦) 박사이다：
FBI 가 확인하였고, 또 많은 미국정부의 관원들이
저와 연락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저의 얘기를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폭스 뉴스 앵커：
이것에 대해 증명하실수 있습니까? 박사님.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네, 저는 FBI 요원이 발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저의 핸드폰을 가져가 검사할 때 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욕에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폭스 뉴스 앵커：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FBI 와의 소통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베이징(중국공산당정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네, 저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직원과의 채팅내용,
게다가 저의 인맥으로 (많은 정보를얻었다).
저의 많은 친구들이 최전선(一线)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중국공산당의 이번 코로나 19 가장 심각한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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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들과 소통한 녹음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스 뉴스 앵커：
좋습니다. 박사님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홍콩에 돌아가지 않으실거라고 하셨는데 무엇때문입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중국공산당)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폭로인(내부고발자)을 대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공산당정부는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코로나 19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국공산당국가에서 발생하는 다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예를 들면, SARA 기간의 수석의사인 쟝얜영(Jiang Yanyong)교수님은
베이징에서 용감하게 진실을 밝힌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이번 상하이의 장영진(Zhang Yongzhen)교수님과
그의 연구팀은 최초로 SARS-COVID-2 서열을 세상에 공개함과 동시에
올해 2 월 3 일,<Nature>잡지에 발표하였고,
이어서 그의 P3 실험실도 정부에 압류당하였습니다.

폭스 뉴스 앵커：
중국공산당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는 박사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6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박사님을 지칭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가합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물론, 그들은 저를 알지 못하겠죠,
왜냐 하면 저는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그들(생물학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컨설턴트로 직접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직접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연구실의 핵심 팀원중의 하나 입니다
저는 WHO 실험실을 대표하여 중국 본토 최전선 의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폭스 뉴스 앵커：
네, 마지막 질문입이다
저는 누가 박사님이 얘기했던 일을 조사하고 있는지 물어봤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보자면
닥터 옌, 만약 박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미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리멍(闫丽梦) 박사이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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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당신들이 언론 보도에서 본 것이나
중국공산당 정부와 WHO 에서 들을 것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대유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폭스 뉴스 앵커：
네, 옌 박사님, 박사님이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박사님은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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