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表安全“鲜味”

金枪鱼，海带，海带，干香菇，樱花，伊藤商店坚持自然。 我们有其他的海洋和农业干燥项目，如家庭使用，商业用途，礼品使用等。

从北海道挑选精选海带的味道和质量等的产品。 为了在桌上享受传统的味道和香气，准备了伊藤的原创的商品。 请尽一切办法。

海产品和农产品的干燥产品是日本人在旧时节生产的理想食品，营养价值高，具有独特的鲜味和香味。 我们会记住，我们可以

永远提供这个重要的日本食品口味。

안심의 "맛"을 식탁에

이토 상점에서는 "천연이고"고집, 가다랭이 포, 가다랭이 포 각종 다시마, 구운 김, 건 표고 버섯, 유이 벚꽃 새우, 

보자기. 기타 각종 해산 · 농산 건어물, 가정용, 업무용, 선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다랭이 포는 매일 깎아 세워. 마찬가지로 각각 특색이 다른 홋카이도 산 다시마 등 맛과 품질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유념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맛과 향을 부담없이 식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완전 자연산 이토의 오리지널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꼭보십시오.

해양 · 농업의 건어물은 옛부터 사계절 일본인이 만들어 낸 이상적인 식품으로 영양가도 높고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점에서는이 중요한 일본의 식탁의 맛을 언제 까지나 여러분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Safety "Umami" on the table

At Ito shop, sticking to "natural fish", various kinds of bonito, various cuts, kelp, baked laver, dried shiitake, Yui Sakurabi, 

Mizusakurin. We have a variety of other, marine and agricultural dry matter, for home use, for business use, for gifts.

We select carefully selected products such as taste and quality such as kelp from Hokkaido with different taste, and we try 

our best to satisfy our customers. To make you enjoy the traditional flavor and fragrance with ease at the table, we prepared 

the original product of Ito that stuck with complete addition. Please try by all means.

Dry matter of marine and agricultural products is an ideal food produced by Japanese people from the old seasons for a 

long time, has high nutritional value, and has unique umami and fragrance. In our shop, we will keep in mind that we can 

deliver the taste of this important Japanese table to you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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