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TA Foreign Ministers’ Joint Statement
on the COVID-19 Pandemic and Global Health
9 April 2020

We, Foreign Ministers of Mexico, Indonesia, the Republic of Korea, Turkey,
and Australia (MIKTA), are deeply saddened by the loss of many lives
and the suffering caused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We
stand in full solidarity with each othe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n tackling this unprecedented global threat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future.

We underscore that healt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human beings to
reach their fullest potential and for nations to achieve a robus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urthermore, is a cornerstone for the
well-being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spare no
effort to effectively curb the COVID-19 pandemic.

Against

the

backdrop,

we

emphasize

the

crucial

role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 coordinating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the protection of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and the delivery
of

medical

equipments,

supplies,

especially

treatments,

diagnostic

medicines,

and

tools,
vaccines,

personal
in

a

protective
timely

and

effective manner.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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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encourag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wiftly and
decisively scale up the efforts within their mandates to facilitate the
delivery of assistance to all countries in need of help, where health
systems may be less able to cope with the pandemic.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xtending help to groups made more vulnerable by
COVID-19,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ugees, migrants, IDPs
and women and girls, while paying also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s
of host communitie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for COVID-19 launched on 25 March by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We welcome the strong solidarity expressed by the Group of 20 (G20) at
the recent Extraordinary Virtual Summit and their commitment to enhance
policy coordination in the wake of the global health crisis. MIKTA
members, together with other G20 countries, will employ all available
policy tools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from the
pandemic, restore global growth, maintain market stability, and
strengthen resilience, while paying also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ost
affected sectors, including those working in the informal economy as well
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are confident that robust
international cooperation galvanized by the G20, will serve to protect
human lives and minimize impact on people's livelihood, whilst also
preventing any form of discrimination, racism, and xenophobia.

We agree that where emergency measures designed to tackle COVID-19
are necessary, they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be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non-discriminatory and temporary.
They should not crea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or disruption to
global supply chains, and should be consistent with WTO principles and
rules.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our commitment
to notify the WTO of any trade‑related measures taken, all of which will
enable global supply chains to continue to function in this crisis. Noting
the need for expediting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we will also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rdinate responses in
ways that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We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for humanitarian, scientific and essential business
activities to the extent that each country’s disease control efforts may not
be und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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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cognize

that

COVID-19

is

a

new

disease

that

requires

a

collaborative response, including sharing of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between nations. We stand ready to share our respective experiences of
addressing

the

pandemic

in

an

open,

transparent,

and

democratic

manner. Noting that openness, transparency, and democracy are key
factors in bringing people on board with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 wider population, we will deepen our collaboration to
mobilize all innovative tools at our disposals to tackle the pandemic.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pedite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s, therapeutics and vaccines,
adhering to the objectives of efficacy, safety, equity,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while also cooperating to further strengthen health systems
in vulnerable countries.

Sincerely hoping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soon be brought under
control

and

having

fully

realized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livelihoods and development,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in the spirit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promote better
preparedness for a future epidemic while swiftly responding to the current
one. To this end, we will explore potential ways of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sharing,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among us
and with other countries. We expect fruitful discussion on our path ahead,
including at future MIKTA meetings.

As a cross-regional and new innovative partnership, MIKTA will continue
to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global health, protecting public goods,
and strengthening global governanc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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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본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
2020년 4월 9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등 믹타 (MIKTA)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다수의 인명 손실과 고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유례없는
전세계적 위협을 해결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상호간에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와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이 인류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개별국가의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룸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안보와 안녕의 초석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일선 의료인의 보호 및 진단도구, 개인보호장비, 치료,
약품, 백신의 전달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율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을 위한 책무를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권한 하에서, 의료체계의 팬데믹 대응역량이
미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수용국의 필요에 대해 특히 유의하는 가운데,
장애인, 난민, 이주민, 국내피난민, 여성과 여아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의해 보다
취약해진 집단에 대한 지원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3.25. 제안한 코로나19 글로벌 인도적 대응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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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 보건 위기에 맞서 G20이 특별화상정상회의 계기 표명한 강력한 연대와
정책 공조를 증진키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 믹타 국가들은 여타 G20 국가들과 함께,
비공식경제 종사자 및 중소기업 등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에 대해 특히 유의하는
가운데, 팬데믹에 의한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 세계 성장 회복, 시장 안정성 유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G20에 의해 촉발된
국제협력이 인류의 생명 보호, 개인의 생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낙인이나 외국인 혐오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가 요구될 시 해당 조치가 인권법에 부합하고,
목표가 분명하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함에 동의한다.
그러한 조치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나 세계공급망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위기 하에 세계공급망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투명성의
중요성 및 무역 관련 채택된 조치에 대해 WTO에 통보할 책무를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 필요성에 유념하는 가운데,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새로운 질병으로서 국가간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등 공동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더 많은 인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동참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모든 혁신적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성, 안전성, 공평성, 접근성, 부담능력의
목표를 지키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진단, 치료법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취약국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통제를 희망하며 생계수단과 발전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이번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 증진 차원에서도 협력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상호간 및 여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 역량 배양,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향후 믹타 회의 등 계기에 유익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범지역적 협의체이자 새롭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인 믹타는 향후에도 국제보건 증진,
공공재 수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끝.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