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42.IO – EMPOWERING THE COMMUNITY.

EOS 42

Block Producer: Code of Conduct v1.0
Mission statement
EOS42 aim to be the guardians who protect the EOS network. This will be through high
performance, reliable network support, investing to enable it to scale, protecting EOS token value and
empowering the community to create a healthy and sustainable ecosystem.

Our Principles：
Honesty, Integrity and Ethics
EOS42 as a Block Producer will always act with honesty, integrity and apply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in all aspects of our conduct. This includes abiding be all aspects of the EOS Constitution
and Block Producer Agreement, and exceeding those where applicable, which includes never paying
voters for support.

Political & Financial Independence
EOS42 will maintain full operational and financial independence at all times. This includes no
operational control by any outside investors, and no ownership stake held by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holds vested interest stakes in other EOS.IO block producers. Additionally EOS42 will not
collude with other block producers or run more than one BP node within any chain to further
strengthen this principle.

High Network Performance
EOS42 will always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investing back into the required network infrastructure
and people to enable the EOS network to perform at the highest level and scale effectively.

Security
EOS42 will initiate 6 monthly independent security audits on our EOS blockchain infrastructure to
ensure we operate at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and ensure we never compromise EOS block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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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EOS42 will provide team and financial transparency that exceeds those required by company law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EOS constitution. The EOS42 team and any passive investor structure
will also be transparent to the community, and we will always seek to exceed ongoing community
requirements as these evolve.

Small, Trusted Team
EOS42 will endeavour to keep the core team small and trusted. This principle of structuring similarly
to a Chama will mean that everyone knows everyone, and increase our resilience to threats from
internal and external theft and corruption. Our team as members of EOS42 will additionally pay a
personal stake into a block producer bond, to ensure there is personal liability for behaviour.

Community Value Add
EOS42 will align our behaviours with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in a variety of ways to add value.
Examples will include funding worker proposals, building/supporting dApps that provide a direct
value add to the wider ecosystem, and carefully using a portion of block rewards for an EOS42
incubator to fund start-ups and existing businesses moving onto EOS.

Charitable Support
EOS42 will commit a fixed percentage of net profit towards registered charities globall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ird world blockchain education and widening access to opportunities.

Abide By All Arbitration Decisions
EOS42 as a Block Producer will abide by and action all arbitration decisions and ensure these are
enacted to provide support to the EOS.IO ecosystem.

Co-operation Never Collusion
EOS42 as a Block Producer will welcome all opportunities to co-operate with other Block Producers
that do not compromise our independence. We believe that cooperation is healthy for the whole
ecosystem and allows for the completion of tasks with bigger scale. Examples include co-sponsoring
events, co-hosting hackathons, and jointly working on dApp projects that will be community owned.

Commitment to Token-holders
EOS42 commit to maintaining an ongoing dialogue with the community wherever conversations are being
held,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stake or the number of tokens held. We commit to listening,
understanding, and achieving consensus with the token-holder community, to the best of our abilities in a
multilingua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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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42
区块生产员：行为准则 V1.0

使命宣⾔
EOS42 將為通過⾼性能並可靠的網絡⽀持、對可擴展性能之投資、保護 EOS 代幣之價值
以及激勵社區來創建⼀個健康並可持續發展的⽣態系統為宗旨來成爲⼀個保護 EOS 網絡
的護衛隊。

我們的信念(Our Principles)：
誠實，廉正，道德(Honesty, Integrity and Ethics)
EOS42作爲區塊⽣產員將會永遠以誠實、正直以及最⾼的道德標準來⾏事。這包括對 EOS
憲法的尊重，並在⼀定的情況下，還要超越這些標準的態度：其中包括永不⽀付投票⼈來
獲取⽀持的⾏爲。

財政獨⽴(Political & Financial Independence)
EOS42 作爲區塊⽣產員將會保持關於運⾏與財務⽅⾯的全⾯獨⽴。這包括不允許來⾃外部
投資者的運營控制、不接受任何已投資其他 EOS 區塊⽣產員的實體或個⼈的資⾦。此外，
EOS42 將不會與其他區塊⽣產員挂鈎或串通。爲了進⼀步地加强我們的信念，EOS42 保證
不會在任何鏈上運⾏多個⽣產員節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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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能的網絡(High Network Performance)
EOS42 作爲區塊⽣產員將永遠以網絡設施與⼈才⽅⾯的投資為最⾼優先，以讓 EOS 網絡
能有效地在最⾼⽔平與規模的情況下運⾏。

安全(Security)
EOS 作爲區塊⽣產員將會啓動六個以每⽉⼀次的安全性審計來確保我們是否在最⾼級別
的安全性下運⾏，以及保證我們永不丟失 EOS 區塊鏈。

透明度(Transparency)
EOS42 作爲區塊⽣產員所提供的關於隊員與財務的透明度將會是符合 EOS 憲法要求並超
越公司法規定的。 EOS42 團隊以及任何被動投資⼈的結構也將會透明地展⽰給社區。隨
著進⼀步的發展，我們將會為永遠以超越社區要求的信念來保證我們的價值觀。

⼩型，值得信賴的團隊(Small, Trusted Team)
EOS42 作爲區塊⽣產員將會努⼒保持⼩型以及可信的核⼼團隊。這種類似于 Chama 的結構
信念意味著隊員們對各⾃都了解，這將會加强我們對内部或外部腐敗與盜竊的對抗能⼒。
每個 EOS42 的隊員將會向⼀個區塊⽣產員債券裏注⼊個⼈股份，以確保對每個個⼈⾏爲
都要負責任。

增加社區價值(Community Value Add)
EOS42 作爲區塊⽣產員將會以各種⽅式來保證我們的⾏爲與社區利益保持⼀致，從⽽增加
整個⽣態系統的價值。例⼦包括：資助⼯作⼈員提案，建設與⽀持那些對⽣態有益的
dApp，以及謹慎地利⽤部分區塊賞⾦來資助【EOS42 孵化處】，此機構將會專⾨⽤來資
助初創企業以及現存商業來轉移到 EOS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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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善⽀持(Charitable Support)
EOS42 作爲區塊⽣產員承諾將⼀個固定的盈利⽐例提供給全球各地的註冊慈善機構，特別
是那些專注于第三世界區塊鏈教育以及擴⼤區塊鏈機會易獲取性的機構。

遵守任何仲裁決定(Abide By All Arbitration Decisions)
EOS42作爲區塊⽣產員將會遵守與執⾏任何仲裁判決，並確保頒布這些判決以為整個 EOS
⽣態系統提供⽀持。

合作，永不合謀(Co-operation Never Collusion)
EOS42 作爲區塊⽣產員將歡迎任何來⾃於其他⽣產員並不影響我們獨⽴性的合作機會。我
們相信合作對整個⽣態系統是有益的，并且可以讓我們完成更⼤規模的任務。例如：共同
贊助活動，共同舉辦編程⾺拉松，或共同開展由社區擁有的 dApp 項⽬。

對代幣持有者的承諾(Commitment to Token-Holders)
EOS42 致⼒于与社区保持着持续的对话。⽆论持有⼈的代币数量多少， 我们将努力地
去倾听，理解并与代币持有者社区达成共识，我们将以多种语⾔的⽅式并尽我们所能地
做到这⼀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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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42
행동 및 윤리 강령 V1.0 (C ODE OF CONDUCT V1.O)

선언문 (MISSION STATEMENT)
EOS42 는 EOS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안정적이며
고성능의 네트워크 지원, 확장성을 위한 투자, EOS 토큰 가치의 보호, 그리고 커뮤니티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우리의 원칙 (OUR PRINCIPLES)：
정직, 청렴, 윤리 (HONESTY, INTEGRITY AND ETHICS)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항상 정직하고 청렴하게 행동하며, 스스로의 모든 행위에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투표자에게 표를 사는 행위를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EOS 헌법의 모든 부분과 그 이상의 윤리적 가치를 지킬 것임을 말합니다.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POLITICAL & F INANCIAL INDEPENDENCE)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항상 재정적으로, 운영적으로 완벽한 독립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에 의해 어떠한 운영적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며, 다른 EOS 블록생성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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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은 EOS42 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EOS42 는 다른 블록생산자와 결탁하지 않을 것이며, 한 체인에 하나 이상의 BP 노드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네트워크 성능 (HIGH NETWORK PERFORMANCE)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EOS 네트워크가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할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
입니다.

보안 (SECURITY)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EOS42 의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독립적인 보안 감사를
매 6 개월마다 실시하여 최고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EOS 블록체인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투명성 (TRANSPARENCY)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기업법률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재정적 투명성과 팀원들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며 EOS 헌법의 요구사항에 준수 할 것입니다. EOS42 팀과 그
투자자에 대한 구조 또한 커뮤니티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저희는 이 투명성을
계속되는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에 맞춰 발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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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신뢰할 수 있는 팀 (SMALL, TRUSTED TEAM)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그 핵심 팀을 작고 신뢰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알고 신뢰할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의 도난 및 부패 등의 위협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을 높이게 됩니다. 저희 팀은
EOS42 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적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블록생산자 인프라에 추가적인 개인적 지분을 출자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가치 증대 (COMMUNITY VALUE ADD)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저희의 행동을 커뮤니티의 이익과 일치시키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EOS 생태계의 가치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Worker Proposals 에 대한 자금 조달,
dApp 생태계 구축 및 지원 등의 직접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며, 또한 EOS42 인큐베이터를
통해 신생기업 및 기존 기업을 EOS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작업에 대해 저희의 블록보상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자선 지원 (CHARITABLE SUPPORT)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등록된 자선 단체를 통해 사용할 것이며,
이는 특히 제 3 세계 등의 낙후된 지역의 블록체인 교육과 그에 대한 기회를 넓히는데 이용될
것입니다.

중재결정 준수 (ABIDE BY ALL ARBITRAT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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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모든 중재결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중재결정이
EOS.IO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협력을 지지, 결탁은 금지(CO -OPERATION NEVER COLLUSION)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저희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다른 블록생성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의 협력을 통해 전체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더 큰 규모의 작업들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후원
행사, 해커톤 공동주최, 커뮤니티 소유의 dApp 프로젝트 공동 작업등이 있겠습니다.

토큰 보유자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TOKEN -HOLDERS)
EOS42 는 블록생성자로서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언어의 제약,
대화의 공간, 지분의 크기 및 보유한 토큰의 수량과 관계없이 커뮤니티 모두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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