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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편지
HP는 설립
초창기부터 혁신을
통해 인류에 대한
놀라운 기여를
이끌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구축된 근간을 시험하는 일련의 전 세계적
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사태
부터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와 지속적인 불평등까지, 이 도전 과
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
법은 심오하고 영속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P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
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HP는 기후 변화 대응, 
인권 및 디지털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격적인 목표와 함께
가장 종합적인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어젠다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습
니다.

HP가 21번째로 발간하는 연례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성과를 공유합니다. HP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
도 있지만 더욱 노력해야 하는 기회의 영역도 있습니다. HP 팀
들은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안의 긴박성을 바
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트
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기업, 분야, 심지어
국가조차도 우리 앞에 높인 거대한 글로벌 과제를 혼자서는 해
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기후 위기만큼 심각한 것은 없
습니다. 따라서 HP는 다음과 같은 원대한 기후 목표를 세웠습
니다. HP는 2030년까지 가치 사슬 전반(Scope 1, 2, 3)에서 온
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50% 감축할 것이며 204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할 것입니다. HP는
2019년 이후 이미 배출 절대량 9%감소를 달성했지만 더 빠르
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P는 원자재
를 지속적으로 순환 사용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포
함하여 원자재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HP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리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
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44%까지 줄였습니다. 또한 개인
용 시스템 및 인쇄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재활용 플라스
틱의 사용을 13%까지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30%를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HP 3D Printer를 기반으로 한 HP Molded Fiber
Advanced Tooling Solution과 함께, 상용으로는 세계 유일의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종이 병을 개발한 Choose 
Packaging을 인수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섬유
기반 포장재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orld Wildlife Fund, Conservation International, Arbor 
Day Foundation, Jane Goodall Institute와 같은 선도적인
환경 보존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삼림 복원 및 책임 있는 경영
에 투자하여 HP 프린터 및 인쇄 서비스에 사용되는 타사 인쇄
용지 제품으로 인한 삼림 파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 
년부터 모든 HP 브랜드 종이 제품과 가정용 및 사무용 프린
터 및 소모품, PC,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종이 포장재는 재
활용 원자재 또는 인증을 받은 원자재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P는 수백 개의 생산 공급업체와 수천 개의 비생
산 공급업체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에는 Amplify Impact 채널 파
트너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0개 이
상의 파트너사가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영향 관련 여정을 진행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계속

표지 이미지: 소녀들의 꿈을 응원하기
HP 파트너인 Girl Rising은 스토리텔링의 힘을 사용하여 소
녀들의 교육과 기후 변화 사이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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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핵심 요약

CEO의편지
인권
HP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우리 임직원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사업적
으로도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다양성 있게 구성된 팀은 항상
혁신을 선도하고 시장에서 앞서 나갑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원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경영진 구성 성비 50:50을 통해
성평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HP는 여성 고
위 경영진 임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술 기업 중 하나이며, 
2021년에는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 중 약 45%가 인종적/민족
적 소수집단이었습니다. HP는 모든 직급 수준에서 더욱 개선
된 포용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형평성
또한 HP는 많은 이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
드는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30억명이 접근성, 경제적 형편 또는 사용법 미
숙으로 인해 오프라인 공간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많은 학교와 사업장이 원격으로 운영되면서 이 문
제의 심각성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HP는 Girl Rising, NABU, MIT Solve, 
Aspen Digital과 같은 주요 핵심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지원
을 통해 향후 10년간 1억 5천만 명에 대한 디지털 형평성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의 일환으로 2022년에 Digital Equity Accelerator프로그램
을 시작했습니다.

더 강한 HP 구축
HP는 설립 초창기부터 혁신을 통해 인류에 대한 놀라운 기여
를 이끌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HP에 몸담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가
능성을 보는 비전과 원대한 진전에 영감을 주는 기술을 창조하
기 위한 독창성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독창성은 오늘날 우리의 지속가능한 영향 목표
를 달성해 나가는 성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및
우리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HP의 지
속가능한 영향 이니셔티브는 2021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에 해당하는 35억 달러 이상의 신규 매출을 달성하
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혁신할 때 비즈니
스와 사회가 모두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HP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기술 기업이
되기 위해 이루고 있는 진전에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또한, 
HP의 성공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회사,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를 창조하는 데 다른 회사들도 함께 하도록 하는 자극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nrique Lores 
President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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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영향전략
HP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기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대한 어젠다는 과학에
기반하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에 부합합니다. 이는
HP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장 결정적이고 시급한 문제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량 자원 순환

삼림

인권

사회 정의,
'인종 및 성평등'

권한이 부여된
직원

포용 및
소속감을
부여하는 문화

디지털 형평성

경제적 기회

교육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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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영향확장
비즈니스 가치 지속가능성 본드

$35억
2021년 한 해, 지속가능한 영향
이 고려 요소에 포함된 신규 매출
은 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1

2021년10월 31일현재, HP의 첫 번
째 지속가능성 본드에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이 승인된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2

$10억
환경 라벨

HP 제품들이 ENERGY STAR®, EPEAT®,
Blue Angel 등 고객들이 요구한 환경 라벨
기준을 만족한 신규 매출 규모가 7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

$70억
Amplify Impact

2022년 4월 현재, HP Amplify Impact 
파트너들은 10,000개 이상의 지속가능성
교육 과정을 이수 완료했습니다. 10,000

수상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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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Jane’sGreenHope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6 2021년 HP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 핵심 요약

백만 그루의 나무
HP는 Jane Goodall 박사와
Jane Goodall Institute의
“Jane’s Green Hope” 캠페인 및
Arbor Day Foundati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2년 한 해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약속했습니다.

https://press.hp.com/us/en/press-releases/2022/jane-goodall-partners-with-hp.html


목표및성과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업계에서 가장 지
속가능한 제품 및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순 탄소 배출 제로, 완전한 재생가능
경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 성과 상황

2030년까지(2019년 대비) HP 가치 사슬
온실가스(GHG) 배출 50% 감축 및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net zero) 달성.3

2021년 HP의 탄소 발자국 CO2e
28,459,500톤은 2019년보다 9% 줄어든
수치이며, 이는 주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판매된 제품군 구성의 변화에 따른 제품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제품 및 포장재 75% 자원
순환 달성.4

중량 기준 39% 자원 순환을 달성했습니다.5

2030년까지 HP의 제품 및 인쇄 서비스에
사용되는 타사 인쇄 용지 제품의 삼림 파
괴에 대응.6 가정용 및 사무용 프린터 및
소모품, PC,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HP 브랜드 종이 제품 및 종이 포장재의 제
조에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섬유만 사용.7

지난 한 해 동안 HP는 제품 및 인쇄 서비스에
사용된 용지의 총 섬유 발자국 중 23%에 대
응했습니다. HP의 프로그램은 이 발자국의
19%를 차지하는 타사 인쇄 용지 제품의 삼림
파괴에 대응했습니다.8 2020년부터 모든
HP 브랜드 종이 제품과 가정용 및 사무용 프
린터 및 소모품, PC,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종이 포장재는 재활용 자재 또는 인증
자재로 제조되었습니다.9 2021년 한 해 동안
해당 수치는 HP의 총 섬유 발자국의 4%에
해당됩니다.

HP 플래닛 파트너스
2021년에는 1,500톤의 정품 HP 잉
크 카트리지가 재활용되었습니다.

2021HP지속가능한영향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7 2021년 HP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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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성장에 따른 탄소 발자국 감축

68% 공급망 1.46백만
2021년 HP및 파트너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통한 공급업체의
참여로 146만 톤의 CO2e 배출 을
감축했으며 2010년부터 누적 9억
9천 2백만kWh(1억 1천 900만 달러
상당)의 전기가 절약되었습니다.

11

31% 제품 및 솔루션 39% 2021년도 제품 사용 중의
CO2e 배출이 2015년 대비 39% 
감소함으로써, 2025년까지 배출
량 30%를 줄이기로 한 목표를 달
성했습니다.12

1% 사업장 59% 전 세계 사업장에서 Scope 1 및
Scope 2 CO2e 배출량이 2015
년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10

2019

CO2e 
31,385,800톤

2020

CO2e 
29,191,000톤

2021

CO2e 
28,459,500톤

환경 라벨
658개의 HP ENERGY STAR
인증 개인용 시스템 및 인쇄 제
품 — 다른 어떠한 제조사보다
많은 수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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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순환 비즈니스로 전환

300 HP는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출시한
300개 이상의 제품에 해양 유입 우려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4

원자재 회수
재활용을 위해 HP 하드웨어를 분해하는 미
국 캘리포니아 로즈빌의 재활용 협력사 직원

제품 13%
포장재 44%
재사용 및
재활용 38.9만

2016년부터 제품에 13% 의
재활용플라스틱이
사용되었으며15 1,200
톤 이상의 해양 유입
우려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포장재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2020년까지
19%, 2021년까지 44%
줄였16 습니다.

2019년부터 389,000 톤의
하드웨어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고 소모품이
재활용되었습니다.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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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삼림 보존 및 복구

2020년부터 모든 HP 브랜드 종
이 제품과 가정용 및 사무용 프
린터 및 소모품, PC, 디스플레이
에 사용되는 종이 포장재는 재활
용 원자재 또는 인증을 받은
원자재로 제조되고 있습니다.17

14,420
14,420헥타르(144km2)의 삼림이 복구되거나
책임 있게 관리되었습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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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HP 프린터로 인쇄함으로써 삼림에 미치는 잠재
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WWF에 8천만 달러
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삼림 친화적
브라질의 애틀란틱숲을
위해 묘목을 심는
REGUA Nursey 직원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81


인권

존엄성과존중
미국테네시주내쉬빌에서근무하는
공급망내근로자가재활용을위해 HP 
정품잉크카트리지를처리하는모습

2021 HP 지속가능한영향보고서에서인권서약내용을확인하십시오11 2021년 HP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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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및성과
우리는 강력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문화를 조성하고
생태계 전반에서 인권, 사회 정의, 인종 및 성평등을 진전
시키며 모든 요소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목표 성과 상황

2015년 초부터 2030년까지 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역
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표.19

2021년까지 349,000명이 참여했습니다.

2030년까지 주요 제조 공급업체 및 리스크가 높은 차상위
등급 공급업체 100%에 대한 노동 관련 인권 존중 보장.20

2021년에도 HP는 주요 제조업체에 대한 인권 평가
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22년 평가 결과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HP 경영진 구성에서 성비 50:50
의 성평등 달성.21

현재 전 세계 이사급 이상의 직책에서 여성의 비율
은 32.5%입니다(2021년 10월 31일 기준).

2030년까지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여성 인력
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현재 전 세계 이사급 이상의 직책에서 여성의 비율
은 22.7%입니다(2021년 10월 31일 기준).

2025년까지2020년 기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원
의 수 두 배 증가.22

2020년 대비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원의 수는
33% 증가했습니다.

공급망 책임
중국의 공장에서 조립 공정
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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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및소속감의문화
이사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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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1년 여성 비율

2020년 45% 2019년 42%|

46%
2021년 소수집단

비율

2020년 45% 2019년 58%|

임원 (이사급 이상)

33%
2021년 여성 비율

2020년 32% 2019년 31%|

33%
2020년 대비 증가한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원
비율

기술직

23%
2021년 여성 비율

2020년 22% 2019년 22%|

2.6%
미국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술 직군 직원 비율, 
2020년 2.3%에 비해 증가

94%의 직원들은 HP
가 다양성을 중시한다
고 생각합니다.24

87%는 직장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관점
Malinda는 워싱턴 D.C.에 근
무하는 HP SLED, 영업 관리자
및 고위 임원의 미국 및 중대
서양 총괄 관리자입니다.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46


사회정의, 인종및성평등
공급업체 다양성 확대
2021년 다양성을 위한 소규모 공
급업체와의 거래에 3억 6천 2백
만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25

2021년 미국에서 다양성을 위한
공급업체에의 지출 중
4.5%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공급업체에 투입되었으며, 2022
년 내에는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억 5천만
다양성을 위한 공급업체와의 거래
를 통해 창출되는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6억 5천만 달러입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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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재에 투자

1,200
2021년 HP가 주최한 제1회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기술 콘퍼런스에는
HBCU 소속 대학 70개에서 1,200명의 학생 및 직원이
참가했습니다.

국가 정책에 영향

50
50개의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5개의 법안을 지지하여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디지털 형평성에 대한 자
금 지원을 늘렸습니다.

변화에 동참하다
HP 인종 평등 및 사회 정의 태스크포스 및 흑인 직원
영향력 네트워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HP 직원 Kevin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34
https://www.hp.com/us-en/hp-information/about-hp/diversity/racial-equality.html


노동자권한부여
114%
2015년 대비 HP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공장들의 참여 증가율27

37,000
2021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자 수

95%
사회 및 환경 평가를 완료한 공급업체 비율
(HP의 총 공급업체 지출 금액 비율 기준)

공급망 책임
2021년, 약 20억 달러의 재계약
및 신규 매출에 공급망 책임 관
련 내용이 고려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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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형평성

ParentsSupportingParent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16 2021년 HP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 핵심 요약

격차를 좁히다
지역사회 내 여러 가족들에게
HP 노트북을 나눠주고 있는
Parents Supporting Parents의
설립자 Tanesha Grant

https://viewer.joomag.com/hp-innovation-issue-19-fall-2021/0151189001635967260?page=38


목표및성과
HP는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직업 및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을 저해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의
활성화 및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 및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디지털 포용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성과 상황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억 명이 더 나
은 학습 성과29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2015년 초부터 7,430만 명 이상의 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이 HP의 교육 프로그램 및 솔루션의 혜
택을 받았습니다(2021년의 2,400만 명 포함).

2021년 초부터 2030년까지 1억 5천만 명에
게 디지털 형평성 지원 가속화.30

2021년 430만 명의 디지털 형평성
을 가속화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HP LIFE 등록 사용자
150만 명 달성.

2016년부터 533,00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직원 자원봉사 150만 시간 달
성 (2016년부터 누적).

2021년 현재 직원 자원봉사 692,000시간
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부터 누적).

2025년까지 HP 재단 및 직원들의 지역사회에서
의 기부31 금액 1억 달러를 달성(2016년부터 누적).

2016년부터 누적된 HP 재단 및 직원의 지
역사회 기부 금액이 2021년 현재 734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모국어 도서
가족들에게 NABU 앱을 소개하
는 NABU 앰버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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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경제적기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 및 소녀

Governor Morehead School

HP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Governor Morehead School과의
포괄적인 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교사 및 교직원들을 위한 기술 “번들”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노트북 PC, 도킹 스테이션, 대형 모
니터, 외부 키보드 및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이 포함된 “번들”은 HP 
Computer Learning Lab을 통한 가정 및 교내에서의 학습을 지원하며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디지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P는 Girl Rising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포괄적 커리큘럼과 기술 솔루션을 사용하여
2019 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인도, 나이지리아
에서 최대 천만 명의 학생 및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7백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
습니다.

196만

2021년에
혜택을 받
은 인원 수

오랫동안 배제되고 소외
된 지역사회

HP는 NABU와 파트너십을 맺고 Go Stella 
Go! 및 I Love Being Me 등 모국어로 쓰인 사
회 및 문화적으로 관련성 있는 서적을 통해 아
동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HP는 2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인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매년 수백 권의 아동 도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NABU를 지원하기 위
해 르완다의 키갈리 공립 도서관에 NABU HP 
Creative Lab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7.4만

2021년에
혜택을 받
은 인원 수

교육자

HP는 나이지리아의 교사들을 지원하고 기술, 자원
및 멘토 지원을 통해 소녀들을 돕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 Million 
Teachers 및 Girl Rising과 협업하여 HP Mentor a 
Teacher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약 585,000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혜택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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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만+

2021년에
혜택을 받
은 인원 수

접근 가능한 기술
Governor Morehead School의
HP Computer Learning Lab에서
학습 중인 학생

원격 학습
Girl Rising이 제공한 가정 학습 가이드는 팬데믹 시
기에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84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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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연구 가속화
백신 및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UN SDG 3.b를 지원하는 바이오
프린터 플랫폼인 HP D300e 디지털 디스펜서는 연구자들이 약물
및 백신에 필요한 매우 적은 양(피코리터)의 용액을 몇 초 내에 분
사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수동 피펫팅 방법으로 야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암 연구의 진전
HP의 Microfluidics and Systems Technology Lab은 연구 목적의 희
귀암 세포를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연구자들이 액체 생검을 통해 치료 후 암세포의 탐지와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전환
2021년에 출시된 HP의 3D Arize Orthotic Solution을 사용하는
의료진은 정밀하고 일관성있게 업계 표준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단
5분 이내에 환자를 스캔하고 환자의 발에 맞는 맞춤 보조기를 처방
할 수 있습니다. HP의 3D Arize Solution은 생산을 간소화하며 탄
소 배출량과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
해 환자는 개인별 건강 및 웰빙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맞춤형 보조
기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87
https://www.hp.com/uk-en/commercial-printers/specialty-printing-systems/products.html#bioprint
https://ij.ext.hp.com/hp-innovation-journal-issue-14-spring-2020/0272892001584478966
https://press.hp.com/us/en/press-releases/2021/new-arize-custom-orthoses-to-alleviate-foot-pain-for-millions.html


HP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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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LIFE
HP 재단은 HP LIFE를 통해 스타트업, 학생 및 소상공인에게 핵심 비
즈니스 및 IT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163,000명이 HP LIFE 신규 사용자로 등록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든 HP LIFE 과정은 WCAG(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합니다.

16.3만 +5%
2021년
신규 등록한
사용자

2021년 참여
증가율

Imagine Grants

HP 재단 Imagine Grants를 통해 HP 경영진과
각국 HP 지사장들은 현지 비영리 단체에 보조
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HP는 기술 관련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 Imagine Grants
에 124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24만
전 세계
Imagine 
Grants 기금

재해 복구 및 복원

2021년, HP 재단은 화재, 홍수, 폭발, 지진, 겨울
폭풍 및 코로나19 구호 등 전 세계 인도주의적 위
기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84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HP 재단은 2021년에 총
696만 달러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84만
대응 노
력 지원
금액

$696만
2021년 총
금전적 지
원 금액

40 Days of Doing 
Good (40일의 선한 행동)
2021년, 51개 국가에서 약 3,700명의 직원들이 HP의 매년 진행되는
40 Days of Doing Good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26,150시간 동안 171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HP 재단은
직원들이 선정한 교육 및 기술 관련 학습 자선사업을 지원하기 위
해 총 494,000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이 노력에 함께 했습니다.

3,700명의
직원

51개
국가

171개
프로젝트

무상 기술 훈련
HP LIFE 및 Mashrou3i 프로그
램을 통해 배운 기술을 사용하
여 Haute Couture Lella Baya
를 설립한 튀니지 기업가 Baya 
Charaabi

자원봉사 시간
HP 자원봉사 행사에 참
여하고 있는 HP 캐나다
직원 Terri 및 Kin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page%3D58


주석
1 2021년, 지속가능성 기준이 구매 고려 사항이

고 HP의 Sustainability and Compliance 조직
과 Commercial Organization조직이 적극적으
로 지원한 신규 매출 금액(계약 금액)은 35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2021년 10월 31일 현재,HP Inc. 지속가능성 본드
프레임워크에 따라 HP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승인된 프로젝트에 지속
가능성 본드의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배정하였
습니다. 배정되지 않은 자금은 없습니다.

3 >2019년 대비 1, 2 및 3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 감
소. 제품 사용 중 소비된 타사 인쇄 용지 제품은
제외됩니다.

4 2030년까지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자재와
재사용 제품 및 부품으로부터 추출된 자재를
사용하여 HP가 연간 생산할 제품 및 포장재
의 총 무게 비율.

5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자재와 재사용 제품
및 부품으로부터 추출된 자재를 사용하여 HP가
연간 생산하는 제품 및 포장재의 총 무게 비율.
2021년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 또는 포장재
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ageWide Industrial 
및 3D 프린팅 제품, 또는 별도 판매되는 개인용 시
스템 액세서리 및 인쇄 액세서리.

6 섬유의 무게는 1) 엄격한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2) 재활용 원자재를 사용했거나 3) 삼림 복구, 보
호 및 HP의 Forest Positive Framework의 기타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쇄된 것을 말합니다.

7 가정용 및 사무용 프린터 및 소모품, PC, 디스플
레이에 사용되는 HP 브랜드 종이 제품 및 종이
포장재는 인증받거나 재활용된 원자재로

만들어지며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 선호됩니다. 포장재는 제품 박스 및 박스
안의 모든 종이 재질을 포함합니다.

8 HP의 인쇄 제품 및 인쇄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간
총 용지 톤 수의 예상치에서 HP의 책임있는 원자
재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되는 종이의 무게를
뺀 나머지가 삼림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양으로 계산됩니다. 타사 인쇄 용지는 2021년 총
섬유 발자국의 96%를 차지했습니다. HP 삼림 친
화 회계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9 모든 HP 브랜드 종이 제품은 인증받은 원자재로
만들어집니다. 공급업체는 PC, 디스플레이, 가정
용 및 사무용 프린터 및 소모품의 종이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인증받은 것으로 보고했고, 최소 97%
가 HP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포장재는 제품 박
스 및 박스 안의 모든 종이 재질을 포함합니다. 
상업용, 산업용 및 3D 제품, 스캐너, 개인용 시스템
액세서리 및 부품용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2021년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는 HP의 탄소 발
자국 계산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고 2030년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
적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
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1 HP는 공급업체가 보고한 특정 에너지 효율 프로젝
트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이러한 프로젝트가 없
었을 때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하고, 공급
업체의 탄소배출 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추산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데이터는 전기 및 연료 유형별 배출
인자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으로 변환됩
니다. 이 데이터에는 제품 운송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제품 배송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도 포
함됩니다.

12 제품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 강도는 제품 매출 비율
및 사업 성장의 변화를 고려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HP 제품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 강도는
예상 제품 수명 기간 중 발생하는 제품당 온실가스 배
출량으로 측정됩니다. 이 값에 개인용 시스템
및 인쇄 제품의 금년도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을 기
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이 배출량에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모바일 컴퓨팅 기기, 워크스테
이션, 디스플레이, HP 잉크젯, LaserJet,
DesignJet, Indigo, Scitex, Fusion 3D 프린터
및 스캐너 등 매년 판매되는 HP 제품의 99% 이상이
포함됩니다. HP는 2021년에 탄소 발자국 계산법을 변
경하였으나(2021년 HP 지속가능한 영향 보고서
15페이지의 방법론적 업데이트 참조), 과거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계속 기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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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1년 10월 31일 기준.
142021년 12월 31일 기준. 일부 국가에는 일부 제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OBP(해
양 유입 우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HP는 2016년부
터 대응 노력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고 아이티에 강
력한 현지 OBP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며 소량의 OBP
를 300개 이상의 HP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투입하여
현재까지 총 1,290톤의 OBP를 사용하였습니다.

15이 보고서의 대상 기간에 출하된 모든 HP 개인용 시
스템, 프린터 하드웨어, 프린트 카트리지에 사용된
총 플라스틱 중 RCP(재활용 플라스틱)의 비율. 총 물
량에서 브랜드 라이선스 제품 및 애프터마켓의 하
드웨어 액세서리 제품은 제외됩니다. 총 RCP에는

HP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 공정 폐기
플라스틱, 해양 유입 우려 플라스틱이 포함됩니다. 
개인용 시스템 플라스틱은 EPEAT® 환경 라벨 기준
에 따라 정의됩니다. 재활용품, 재활용된 원자재 사
용 및 유통에 대한 제한사항을 적용받습니다.

16출고된 제품당 절감된 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비율
(중량 기준)로 계산합니다. 2차 및 3차 포장재 구성
품은 제외됩니다. HP 개인용 시스템 및 프린터 하
드웨어 포장재가 포함됩니다. 다음에 대한 포장재
는 제외됩니다. PageWide XL 및 DesignJet 프린
터가 아닌 그래픽 솔루션 하드웨어, 3D 프린팅 하
드웨어, 인쇄 소모품, 리퍼비시된 제품, 타사 옵션, 
상자 내 드롭 인, 애프터마켓 옵션과 같은 액세서리.

17 모든 HP 브랜드 종이 제품은 인증받은 원자재로
만들어집니다. 공급업체는 PC, 디스플레이, 가정
용 및 사무용 프린터 및 소모품의 종이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인증받은 것으로 보고했고, 최소 97%
가 HP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포장재는 제품 박
스 및 박스 안의 모든 종이 재질을 포함합니다. 
상업용, 산업용 및 3D 제품, 스캐너, 개인용 시스템
액세서리 및 부품용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8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HP 삼림 친
화 회계 매뉴얼에서 HP의 프로그램, 방법론,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9이는 2015년 초부터 2025년까지 500,000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웰빙을 증진한
다는 이전 목표를 대체 및 확장하는 것입니다. 
목표 대비 2021년의 성과에는 다음과 같이 총
340,000명의 공장 노동자가 포함됩니다. 
2015년 공장 노동자 77,800명, 2016년 45,700명,
2017년 119,900명, 2018년 12,000명, 2019년
11,000명, 2020년 46,000명,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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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명. 2020년 이전에는 생산 공급업체 노
동자만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HP는 프로
그램의 범위를 비생산 공급업체 노동자와 HP
가 직접 관리하는 제조 시설의 노동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해 각 연도의
데이터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노동 관련 인권은 현대판 노예제, 근무 시간, 임금
및 안전으로 정의됩니다. 외부에 공개된 내용, 의무
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 인증, 감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증빙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성과 지표
를 비탕으로 했습니다.

21 “경영진”은 HP의 임원급 이상 관리자를 말합니다.
22이전에 부대표로 불렸던 임원 직함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
232021년 이사회 데이터는 2022년 4월 19일에

진행된 주주총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이사회 데이터는 2021년 4월 13일에 진행된
주주총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이사회
데이터는 2019년 11월 01일 기준입니다. 기타 데이터
는 표시된 연도의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직원 데이
터는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을 나타냅니다.

24해당 데이터는 2021년 HP 직원 대상 Voice Insight 
Action(VIA) 설문조사에서 각 문항에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252021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간의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사업체로부터 구매한 금액입니다. 공급업체는 소
수집단 소유 또는 여성 소유로 분류되며 중복해서 집
계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위한 공급업체는
여성, 소수집단, 퇴역 군인, 전역 군인, LGBTQ+ 개
인 및 토착민 또는 원주민이 소유한 비즈니스를 의
미합니다.

26HP의 다양성을 위한 공급업체 및 해당 공급망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

27이 데이터에 RBA 감사 참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참여는 공급업체가 HP 
의 기본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의
범위를 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
기에는 심층 평가, 노동 지표 주간 보고, HP의 공급업
체 Sustainability Scorecard 및 공급업체별 리스크
에 맞춘 깊이 있는 지도와 워크숍이 포함됩니다.

28 기존 및 신규 매출은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책임과
관련된 고객 요청을 식별하는 내부 HP 프로세스를
통해 집계되었습니다. 매출 금액은 총 계약 금액을
포함합니다.

29HP는 학습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솔루션
제공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여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실현합니다.

30HP의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연결성, 콘텐츠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중 최소 하나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여 디지털 형평성을 가속화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1직원의 자원봉사 시간, 직원 기부금, HP 재단
매칭 기부금, HP재단 자체 기부금 등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사진 제공
1페이지 Panos Pictures

3페이지 Joe Pugliese

6페이지 JGI/Bill Wallauer

7페이지 HP

8페이지 HP

9페이지 HP

10페이지 Mater Natura,사진제공 WWF

11페이지 Vance Lambert

12페이지 HP

13페이지사진제공 HP 직원 Malinda

14페이지사진제공 HP 직원 Kevin

15페이지 HP

16페이지 Nicky Woo

17페이지사진제공 NABU

18-1페이지 Alex Boerner

18-2페이지사진제공 Girl Rising

19-1페이지 Jeff Harris Photography

19-2페이지 Alberto Bernasconi

19-3페이지 HP

20-1페이지사진제공 UNIDO

20-2페이지 HP

24페이지 HP

뒷표지 이미지: 순환 모델
2021년에 재활용된 정품 HP 및 삼성 토너 카트리지 10,300톤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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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험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 현재의 기대 및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 전망 자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실현되거나 가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HP 
주식회사 및 연결 종속 회사(“HP”)의 성과는 미래 전망 서술
및 가정에서 표현되거나 암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이외의 모든 서술은 미래 전망 서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
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및 그 상황에 대한 정부, 기업, 개인
의 대응, 순수익, 이윤, 비용, 실효세율, 순익, 주당순익, 현금 흐
름, 복리 후생 제도 지원금, 이연법인세, 주식환매, 환율 또는
기타 금용 항목, 비용 절감, 구조조정 및 기타 변화의 시기 또
는 영향, 계획된 구조조정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이니셔티브, 향
후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 전략과 목표, 다음과 같은,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당사의 사업 모델 및 혁신, 지속간으
성 목표, 시장 진입 전략, 구조조정 계획 실행 및 그에 따른 비
용 절감, 순익 또는 수익성 향상 또는 기타 재정적 영향,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예상 개발, 수요, 성과, 시장 점유율 또
는 경쟁적 성과에 대한 진술, 잠재적인 공급 제약, 부품 부족,
제조 중단 또는 물류 문제에 대한 진술, 현재 또는 미래의 거
시경제 동향 또는 사건, 그리고 그러한 동향과 영향이 HP 및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술, 보류 중인 조사, 클레
임, 분쟁 또는 소송 문제에 대한 진술, 인수 및 기타 사업 합
병, 그리고 투자 등의 시기 및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에 대한 진술 및 앞서 서술한 내용에 근거한 가정 진술
이 포함됩니다. 경영 전망 자료는 일반적으로 “미래”, “예상”, 
“ 믿음”, “예측”, “기대”, “의도”, “계획”, “예견”, “기획함”, “가능
함”, “할 것임”, “하고자 함”, “할 수 있음”, “아마도” 및 기타 유
사 단어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불확실성, 가정에
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요인과 이러한 상황에 대
한 정부, 산업, 개인의 대응이 포함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관
련 위험이 발생하거나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요인으로는 부품 부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타사 공급
업체 관리(및 의존) 필요성, HP의 다층적 글로벌 유통 네트워
크 관리 필요성, HP 채널 파트너에 의한 가격 정책 잠재적 오용
가능성 제한, 신규 또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HP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능력 최근 발표한 이니셔티
브, 사업 모델 변경 및 변환 등을 포함해 HP가 전략적 계획
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계획된 구조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이니셔티브 실행, HP가 오랜 기간 고려한 주식 환매, 기타 자
본 수익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략적 거래 등을 실행할 수 있
는 능력, HP의 사업이 마주하는 경쟁 압박, HP의 전략 및 사
업 모델 변경 및 전환 시행 관련 위험성, 온라인, 옴니채널, 
계약 판매를 포함해 진화하는 유통, 재판매 및 고객 환경에서
HP 시장 진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혁신, 개발, 실행하는 능력,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전환 및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새로운 기술 동향에 대
응하는 능력, 공급을 포함한 HP 제품의 가치 제안에 대해 성
공적으로 경쟁하고 유지하는 능력,  HP의 다계층 채널, HP 
제품을 비인증 리셀러에게 판매 또는 HP 제품 무단 재판매
또는 HP의 불균등한 매출 주기로 인한 재고, 수요, 가격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하는 HP의 능력에 대한 도전, 합병 및
사업 투자와 관련한 통합 및 기타 위험, 비용 관련 추정치 및
가정(사업 중단 가능성 포함)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예상
편익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의 결과, 제3자로부터 허가 받은
지적 재산을 포함한 HP의 지적 자산 보호, 주요 직원 고용
유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및 해당 지역 및
전 세계 영향 및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동향 및 사건의 영향, HP의 글로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위험, 
물류 문제를 포함한 HP 및 공급업체, 소비자, 고객, 파트너와의
계약 실행 및 이행 및 이러한 실행 및 성과, 재무제표 작성과 관
련해 HP가 수행하는 추정 및 가능에 변경, 시스템 보안
위협, 데이터 보호 위반, 사이버 공격, 극한 기후 조건 또는 기
타 기후 변화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또는 대
유행, 기타 자연 재해 또는 인재 또는 재난으로 인한 운영 중
단, 환경 규제 및 세법을 포함한 연방, 주, 현지 및 외국 법률
및 규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 보류 중 또는 잠재적인 조사, 청구, 
분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영향과 법적 책임 및 비용 및 본
문서 및 2021년 10월 31일 회계연도 기준 10-K 양식에 작성된
HP의 연간 보고서,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관된 HP의 기타 자료
에 때때로 기술되거나 갱신되는 기타 위험이 있습니다.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본 문서에 기술된 세금 관련 항목을 포
함한 재무 정보는 본 문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이용 가능한 정보
에 기초한 추정치입니다. HP는 이 추정치가 합리적이라고 평가
하고 있으나 이 수치들은 2022년 7월 31일 회계 분기 기준
10-Q 양식에 작성된 HP 분기 보고서, 2022년 10월 31일 회계연도
기준 10-K 양식에 작성된 연간 보고서,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타 HP 관련 자료에 기술된 수치와는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
다. 본 문사의 경영 전망 자료는 본 문서 생성 일자를 기준으로 작
성되며 HP는 이 경영 전망 자료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갱신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문서 전반에 걸쳐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는 미국 또는 다른
관할권의 증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정의되거나 해석되
거나 HP의 재무제표 및 재무 보고서의 맥락에서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
어와는 다릅니다. 본 문서의 목적에 대한 ESG 원자재로
확인된 주제는 SEC 또는 기자 재무 보고 목적을 위한 자
료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현재, 향후의
지속가능성 관련 서술은 여전히 개발 중인 진행 사항 측정에
대한 기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내부 관리 및 절차 그리고
미래에 변경될 수 있는 가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HP의 기업 설명(IR) 웹사이트 investor.hp.com에서 투자
자를 위한 재무 및 기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운 정보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P 웹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은 본 문서 또는 기타 다른 문서나 증권거래위원회의
HP 자료에 참고 자료로 포함되지 않으며 HP 웹사이트를
참조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 참고용으로만 기능합니다.

https://www8.hp.com/h20195/v2/GetPDF.aspx/c08228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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