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옌리멍 박사, 폭스 앵커 Tucker Carlson과의 인터뷰:COVID-

19,SARS-CoV-2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며 중국공산당의 군대 측에서 발견 및 보유하고 있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것

【한국어】

FoxNews영상 (YouTube)
https://youtu.be/qFlqXPl_hZQ

비밀번역팀 동시통역 영상
https://youtu.be/qk0VvniZK3M

https://youtu.be/qFlqXPl_hZQ
https://youtu.be/qk0VvniZK3M


비밀번역팀 한국어 자막 영상
https://youtu.be/JvQMjKcI-A8

[Tucker:]

옌리멍 박사는 바이러스 학자입니다 .그녀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대유

행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우리는 그녀를 오늘 밤 우리 프로그

램에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박사님 , 우리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옌 박사 :]

Tucker,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Tucker:]

감사합니다 , 저는 박사님께서 이미 몇가지의 연구성과를 발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계획인데 박사님께서 우리 과학적인 배경지식이 없

는 시청자분들께 왜 박사님이 이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왔다고 굳게 믿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옌 박사 :]

네 , 그럼 제가 저의 첫 번째 논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COVID-19, SARS-CoV-2 바이러스는 실제로 자연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매우 견실한 과학적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험실에

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며 중국공산당의 군대 측에서 발견 및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 매우 독특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 개조 후에 이렇게 매우 해로운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는

지 , 또 어떻게 했는지요.

https://youtu.be/JvQMjKcI-A8


[Tucker:]

그러니까 ,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사악하

고 , 또 톰 코튼과 그 누구가 말했던 것보다도 사악하네요.

중국공산당 정부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잘못 들었다면 ...박
사님 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것이죠?

[옌 박사 :]

네 , 그렇습니다 . 바이러스의 유전자 게놈에 따르면 , 이것은 마치 우리의 지문과 같습

니다. 선생님께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게놈에 있는 아주 심상치 않은 특징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들이 바이러스를 조작하는 과정에 남긴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

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것이며 , 그리고 오로지

인간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ucker:]

박사님께서 지금 밝히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하네요. 그러

면 제가 가장 뻔한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이 유전자 게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유전자

게놈은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장악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것이 진실이라면 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가요?

[옌 박사 :]

글쎄요 , 왜 아무도 이 일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가요?

중국공산당 정부에서 온 압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 온 그들의 '친구들 '의

(압력 )때문입니다 .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과학적인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한 괴물을 만

들었는데 , 마치 소 한 마리가 사슴의 머리에 , 토끼의 귀 , 그리고 원숭이의 손을 갖고 있

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게

놈에 남아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중국공산당 정부와 함께 나쁜 짓

을 해서 , 사람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왜 제가 (트위터 계정을 )



폐쇄당했는지 , 트윗이 금지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중국공산당의 눈엣가

시니 , 그들이 저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Tucker:]

박사님께서는 용감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저는 ) 당신이 반중국의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트위터가 박사님의 계정을 폐쇄했는지 이

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다른 미국 언론들이 박사님을 모른 척했을까요?

제가 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중국공산당이 고의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었을까요?

[옌 박사 :]

네 , 만약 (중국 공산당의 ) 정확한 동기와 생각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들 (중국공산당 )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공산당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

의 사악한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서 그들에게 물어봐

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이 확실히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

상 사람들을 해치고 ,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유행을 일으키고 ,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Tucker:]

박사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한 실험실에서 나와 세계 각지로 퍼졌는지 생각

하셨습니까?

[옌 박사 :]

우선 ,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 저는 매우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의 다음 논문은 곧 발표될것이니 , 당신이 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참고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이 )홍콩 대학 , 세계 최

고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실입니다. 저는 이번 대유행이 터진 초기부터 비밀리



에 심층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저는 저만의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저는 중국에

서 저만의 특별한 인맥이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 , 과학연구기관과 정부 부서가 포함됩

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최고의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들과 같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

다.

그리고 저의 경험까지 종합해보면 이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고 말씀드

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군대에서 소유한 (바이러스 ) 샘플입니다 .그다음 이 (바이러스 )가 전 세계

에 퍼졌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피해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Tucker:]

이런 피해를 주려고 하다니요?

박사님 깨서는 중국공산당이 이 바이러스를 뿌렸다고 믿습니까? 그들이 고의로 한 것

인가요? 그들이 확실히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옌 박사 :]

네 , 물론 일부러 한 짓이죠.

비록 우리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그들이 초기에 줄곧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매체에서 그들이 한 다

른 일들도 폭로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들이 )가짜 바이러스를 조작하여 , (바이러

스 ) 자연 기원설을 퍼트리며 실험실 기원설을 가리키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도 엄격하

게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같은 사람 , 진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을 사라지게 시도하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Tucker:]

이런 때에 저를 놀라게 하기는 어려운데 불행히도 박사님의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

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사님께서 연구 세부 사항을 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또한 저는 필

요한 전문 지식이 없어 , 박사님께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앞

으로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언론 매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방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전염병에 대한 모든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

았습니다.전염병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박사님이 미국의 각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다시 저희 프로그램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박

사님 , 감사합니다.

[옌 박사 :]

감사합니다 .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Tucker:]

네 , 충격적이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