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CLA Research Report 
Form 27-RR-2012A 

2012A0000	 	 	 	  	 	 	 	 	 	 	 	 	 	 	 	 	 	 	  	 	 	 	 	      	 	 	 BL3 
 

Analysis on ABC for DEF 
 

 Taro kokidoa, Hanako Houshakoub 
 

aJASRI, bXYZ Co., Ltd.  
 
 
Abstract 
   ・・・・・・・・・・・・・・・・・・・・・・・・・・・・・・・・・・・・・・・・・・・・・ 
・・・・・・・・・・・・・・・・・・・・・・・・・・・・・・・・・・・・・・・・・・・・・ 
 
Keywords: A, B, C 

 
Background and Purpose 
   ・・・・・・・・・・・・・・・・・・・・・・・・・・・・・・・・・・・・・・・・・・ 
・・・・・・・・・・・・・・・・・・・・・・・・・・・・・・・・・・・・・・・・・・・・・ 
 
Experimental Summary 
   ・・・・・・・・・・・・・・・・・・・・・・・・・・・・・・. ・・・・・・・・・・・ 
・・・・・・・・・・・・・・・・・・[1]. ・・・・・・・・・・・・・・・・・・・・・・・・・・・ 
 
 
 
 
 
 
 
 
 
 
・・・・・・・・・・・・・・・・・・・・・・・・・・・・・・・・・・・・・・・・・・・・・ 
・・・・・・・・・・・・・・・・・・・・・・・・・・・・・・・・・・・・. 
 

    
    
    

 
   ・・・・・・・・・・・・・・・・・・・・・・・・・・・・・・・・・・・・・・・・・・・・ 
・・・・・・・・・・・・・・・・・・・・・・・・・・・・・・・・・・・・・・・・・・・・・ 
・・・・・・・・・・・・・・・・・・。・・・・・・・・・・・・・・・・・・・・・・・・・・ 
・・・・・・・・・・・・・・・・・・・・・・・・・・・・・・・・・[2]. ・・・・・・・・・・ 
・・・・・・・・・・・・・・・・・・・・・・・・・・・・・・・・・・・・・・・・・・・・・ 
・・・・・・・・・・・・・・・・・・・・・・・・・・・・・・・・・・・・・・・・・・・・・ 
・・・・・・・・・・・・・・・・・・・・・・・・・・・・・・・・・・・・・・・・・・・・. 
   ・・・・・・・・・・・・・・・・・・・・・・・・・・・・・・・・・・・・・・・・・・・・ 
・・・・・・・・・・・・・・・・・・・・・・・・・・・・・・・・・・・・・・・・・・・・・ 
・・・・・・・・・・・・・・・・・・・・・・・・・・・・・・・・・・・・・・・・・・・・ 
・・・・・・・・・・・・・・・・・・・・・・・・・・・・・・・・・・・・・・・・・・・・ 
・・・・・・・・・・・・・・・・・・・・・・・・・・・・・・・・・・・・・・・・・・・

・・・・・・・・・・・・・・・・・・・・・・・・・・・・・・・・・・・・・・・・・・・・・・. 

Image Format: jpg, png, gif, or bmp 
Resolution: 300 dpi  

Fig. 1. Caption 

 Table 1. Caption 

Hyoひょ＊＊ 



 

 

SACLA Research Report 
Form 27-RR-2012A 

 
Results and Discussion 
   ・・・・・・・・・・・・・・・・・・・・・・・・・・・・・・・・・・・・・・・・・・ 
・・・・・・・・・・・・・・・・・・・・・・・・・・・・・・・・・・・・・・・・・・・・・ 
・・・・・・・・・・・・・・・・・・・・・・・・・・・・・・・・・・・・・・・・・・・・・ 
・・・・・・・・・・・・・・・・・・・・・・・・・・・・・・・・・・・・・・・・・・・・・ 
・・・・・・・・・・・・・・・・・・・・・・・・・・・・・・・・・・・・・・・・・・・・。 

 
Challenges 
   ・・・・・・・・・・・・・・・・・・・・・・・・・・・・・・・・・・・・・・・・・・ 
・・・・・・・・・・・・・・・・・・・・・・・・・・・・・・・・・・・・・・・・・・・・・ 
・・・・・・・・・・・・・・・・・・・・・・・・・・・・・・・・・・・・・・・・・・・・・ 
・・・・・・・・・・・・・・・・・・・・・・・・・・・・・・・・・・・・・・・・・・・・。 
 
References (Below are the reference listing examples.) 
[1] T. Kokido, H. Sangyo, Chem. Phys. Rev. 104, 4891 (2004). 
[2] T. Kokido, Photochemistry and Photophisics, H. Houshakou, ed., JASRI Press, 1990, Chapter 4, 119. 
 

 
Instructions for Authors 

 
[Length] 
- Generally, reports must be two to four pages in length, including text, figures, tables, and references. 
[Title] 
- Every word in a title must be capitalized except for articles (the, a, an), prepositions and conjunctions of 
four letters or fewer (unless the preposition/conjunction is the first or last word of the title).  
- Do not include acronyms or abbreviations in the title. 
[Body] 
- Figures and tables should be inserted with their captions in their proper places throughout the text. 
- Nonstandard abbreviations should be defined when first used. 
- References within the text should be given as numbers within square brackets. 
- Symbols for physical quantities should be italicized. 
- Please be sure to acknowledge the source of public research funding, if any. 
[Reference Formats] 
(Journal Article) 
[1] Author(s), Journal Name (abbreviated, italic), volume number (bold), page range (publication year). 
(Book Chapter) 
[2] Author(s), Book Title (abbreviated, italic), Editor(s), Publisher, publication year, Chapter No., page range. 
 
Please also refer to the format instructions (F27-RR_format_e.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