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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Colors® Fluorescent Protein Products 

Purchaser’s agreement 

 

①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에서 한국 내 연구용으로 형광단백질 또는 형광단백질 벡터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구매 동의서를 제출 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② 본 구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제품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③ 아래의 내용을 모두 기입하신 후, 다카라코리아 대리점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1. 구매제품                    ※ 아래의 리스트에 주문하고자 하시는 제품을 기입해 주십시오.  

Code 제품명 수량  

   

   

   

   

   

   

 

2. 주문자정보                                 ※ 아래의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름 (고객명)   

전화번호   

E-mail   

비영리/영리기관  □ 영리기관 (e.g. 기업체)     □ 비영리기관 (e.g. 학교, 국가기관)  

소속 (국문)  회사/학교명  

과/부서명  

책임자명  

주문일자   

주문 대리점명   

 

3. 확인사항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확인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확인사항 확인  

주문 제품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항목을 확인하셨습니까? (2페이지 내용 확인)  □ 

본 제품을 한국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본 제품은 연구용 시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 내 사용이 아닌 해외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유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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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Statement 

 

K13 Reef Coral Fluorescent Proteins, DsRed-Express, and DsRed-Express2 

The RCFPs (including DsRedExpress, DsRedExpress2, and E2-Crimson) are cover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U.S. Patent Nos. 7,166,444; 7,157,565; 7,217,789; 7,338,784; 7,338,783; 6,969,597; 

7,150,979; 7,442,522 and 8,012,682. 

 

K14 DsRed Monomer and Fruit Fluorescent Proteins  

The DsRed-Monomer and the Fruit Fluorescent Proteins are cover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U.S. Patents: 7,005,511; 7,157,566; 7,393,923 and 7,250,298. 

 

K22 Living Colors® Fluorescent Protein Products 

Living Colors Fluorescent Protein Products: 

 

Orders may be placed in the normal manner by contacting your local representative or Takara Bio 

USA, Inc. Customer Service. Any and all uses of this product will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Non-Commercial Use License Agreement (the “Non-Commercial License”), a copy 

of which can be found below. As a condition of sale of this product to you, and prior to using this 

product, you must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Non-Commercial License. Under the 

Non-Commercial License, Takara Bio USA, Inc. grants Not-For-Profit Entities a non-exclusive, non-

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and limited license to use this product for internal, non-commercial 

scientific research use only. Such license specifically excludes the right to sell or otherwise transfer 

this product, its components or derivatives thereof to third parties. No modifications to the product 

may be made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from Takara Bio USA, Inc. Any other use of this 

product requires a different license from Takara Bio USA, Inc. For licens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 licensing representative by phone at 650.919.7320 or by e-mail at licensing@takarabio.com. 

 

For Non-Profit and Profit Entities: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에서 한국 내 연구 목적으로 본 제품을 구입 시, 고객정보 및 구매 동

의서 (Purchaser's agreement)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구입 시, 당사 대리점

으로 구매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구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제품 구매가 불가능하다

는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라이선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주) (TEL. 

02-2081-2510)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