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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u-Kogen 駅 cafe べるじゅ・・・・・・・・・・・・・・・・・・・・・・・・・・・・・・54-4481 
●伊豆高原　やまもプラザ　紅龍・・・・・・・・・・・・・・・・・・・・・・・・・・・53-3501 
　㈱市川製茶　伊豆高原店・・・・・・・・・・・・・・・・・・・・・・・・・・・・・・・・・・・・・・・・・53-2262 
●信海・・・・・・・・・・・・・・・・・・・・・・・・・・・・・・・・・・・・・・・・・・・・・・・・・・・・・・・・・・・・・・・・・・・・・・・・・・・・・・・・・・・・・・55-1000 
　豆州やまきち伊豆高原店・・・・・・・・・・・・・・・・・・・・・・・・・・・・・・・・・・・・・・・・・・54-4482 
●そば処　いし川・・・・・・・・・・・・・・・・・・・・・・・・・・・・・・・・・・・・・・・・・・・・・・・・・・・・・・・・・・・・・・54-2261 
　ナカムラヤ（やまもプラザ店）・・・・・・・・・・・・・・・・・・・・・・・・・・・・・・・・・53-2801 
　パン工房　あぷれ・・・・・・・・・・・・・・・・・・・・・・・・・・・・・・・・・・・・・・・・・・・・・・・・・・・・・・・・・53-3111 
　ＰＯＰＯ・・・・・・・・・・・・・・・・・・・・・・・・・・・・・・・・・・・・・・・・・・・・・・・・・・・・・・・・・・・・・・・・・・・・・・・・・・・・・・・・54-4850 
　メガネのハヤフジ　
　　　　伊豆高原駅やまもプラザ店・・・・・・・・・・・・・・・・・・・・・・53-3601

伊豆高原旅の駅ぐらんぱるぽーと
　伊豆高原旅の駅ぐらんぱるぽーと　直営店
　　　　・・・・・・・・・・・・・・・・・・・・・・・・・・・・・・・・・・・・・・・・・・・・・・・・・・・・・・・・・・・・・・・・・・・・・・・・・・・・・・・・・51-1158
　いずちゅう　ぐらんぱるぽーと店・・・・・・・・・・・・・・・・・・・・・・・・・51-7257
●ケニーズハウスカフェ 　ぐらんぱるぽーと店
　　　　・・・・・・・・・・・・・・・・・・・・・・・・・・・・・・・・・・・・・・・・・・・・・・・・・・・・・・・・・・・・・・・・・・・・・・・・・・・・・・・・・51-0777中面もご覧ください

11月30日㈪現在
令和2年

776店舗

ツー

受付時間　午前10:30～午後4:00（土日祝日、12/29～1/3を除く）
伊東市プレミアム商品券事業実行委員会（伊東商工会議所内）お問い合わせ ☎080-8250-3692・☎080-1595-6299

クーポン券の表紙と半券は、捨てずにとって
おいてください。
【当選の発表日】令和３年５月２９日㈯
伊豆新聞紙面広告をご覧ください。

※詳細は、広報いとう１月号に折込まれる申込ハガキ付のチラシ（同様のものが市役所、各出張所、松原連絡所、伊東商工会議所にも
　あります）または伊東商工会議所のHPをご覧ください。

1人5冊　購入金額25,000円（額面30,000円まで）　1冊から購入できます。密を避けるため事前申込みが必要です。

三島信用金庫　並びに　ＪＡあいら伊豆　市内各店舗  （事前申込み時に購入希望場所を記入していただきます。）

市内在住者（市内勤務者を含む）
購 入 制 限
購入対象者

令和3年1月4日㈪～令和3年1月15日㈮消印有効申 込 期 間
販 売 場 所

引 換 期 間 令和３年１月２５日㈪～令和３年２月２６日㈮
6,000円（500円×12枚）を5,000円で販売券　　　種

商品券で買うことや支払うことがができないもの
●他の商品券、ビール券、図書券、切手、印紙、プリペイドカード、たばこ、伊東市指定ゴミ袋、宝くじ、公共料金など。
　これら以外の除外品目については、各取扱店にお尋ねください。
その他注意事項
●この商品券でのお買物には、釣り銭は支払われません。●この商品券は、前もってミシン線から切り離すと使用できません。
●最新の取扱店は商工会議所ホームページ　（https://www.ito-cci.or.jp）をご覧ください。

お楽しみ抽選について

このポスターのお店でご利用ください。

令和3年1月4日㈪より購入事前申込み開始
申込期限：令和3年1月15日㈮消印有効

商
品
券
の
概
要

WEBから
申し込む

どちらかどちらか 専用ハガキで
申し込む

専用ハガキは広報いとう1 月号の折込、また
は市役所、各出張所（宇佐美・荻・川奈・対島・
富戸）松原連絡所、伊東商工会議所に設置され
ています。重複申し込みはできません

5,0005,0005,000 6,000円で 円のお買いもの♪6,0006,000円で円で 円のお買いもの♪円のお買いもの♪

●マークは飲食店（イートイン他、飲食のできるお店）です。

★商品券の購入には「購入事前申込み」が必要です。
★申込受付開始後、購入代表者様宛に商品券購入引換ハガキを随時発送いたしますが、
　販売開始日（1/25）以降にお手元に届く場合があります。
★商品券は、購入引換ハガキがないと買うことはできません。
★窓口では身分証の提示など、ご本人様確認を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ございます。

使用期間 令和3年1月25日㈪～令和3年4月30日㈮まで

★ 予約が販売予定冊数に達した場合は、期間内でも受付を終了いたします　　ので、必ず予約冊数を購入してください。申込後の冊数変更はできません。

さらに！！今回は
伊東ブランド「いとうのいいもの」が当たるお楽しみ抽選付き！



有効期限 1令和
3年

令和
3年月25日㈪から 4月30日㈮まで

宇佐美　地区
●ANCHOR　TERRACE・・・・・・・・・・・・・・・・・・・・・・・・・・・・・・・・・・・・・・・・・・・48-6688
　稲葉畳店・・・・・・・・・・・・・・・・・・・・・・・・・・・・・・・・・・・・・・・・・・・・・・・・・・・・・・・・・・・・・・・・・・・・・・・・・・・・48-9287
　魚安宇佐美支店・・・・・・・・・・・・・・・・・・・・・・・・・・・・・・・・・・・・・・・・・・・・・・・・・・・・・・・・・・・・・48-9740
　うさぎ薬局　宇佐美店・・・・・・・・・・・・・・・・・・・・・・・・・・・・・・・・・・・・・・・・・・・・・・・35-9964
　宇佐美城山キャンプ場・・・・・・・・・・・・・・・・・・・・・・・・・・・・・・・・・・・・・・・・・・・・・・・48-6688
　UMI　HOTEL　ANNEX・・・・・・・・・・・・・・・・・・・・・・・・・・・・・・・・・・・・・・・48-6688
　オッペン化粧品バイオレットサロン・・・・・・・・・・・・・・・・・・・・・47-4431
　木部塗装店・・・・・・・・・・・・・・・・・・・・・・・・・・・・・・・・・・・・・・・・・・・・・・・・・・・・・・・・・・・・・・・・・・・・・・・48-6734
●古民家割烹　ひよけ家・・・・・・・・・・・・・・・・・・・・・・・・・・・・・・・・・・・・・・・・・・・・・・・48-6688
　Sakura Rapport Beaute 伊豆伊東店・・・・・・・・52-3083
　ＳＡＺＡＮＫＡ宇佐美店・・・・・・・・・・・・・・・・・・・・・・・・・・・・・・・・・・・・・・・・・・・・・・・・・47-2801
　ＪＡあいら伊豆　宇佐美支店・・・・・・・・・・・・・・・・・・・・・・・・・・・・・・・・・・・48-9301
　ＪＡあいら伊豆　
　　　メモリアルセンター宇佐美ホール・・・・・・・・・・・・・・48-0870
　塩瀬・・・・・・・・・・・・・・・・・・・・・・・・・・・・・・・・・・・・・・・・・・・・・・・・・・・・・・・・・・・・・・・・・・・・・・・・・・・・・・・・・・・・・・48-8086
　下山青果店・・・・・・・・・・・・・・・・・・・・・・・・・・・・・・・・・・・・・・・・・・・・・・・・・・・・・・・・・・・・・・・・・・・・・・・48-8019
●すしとめ・・・・・・・・・・・・・・・・・・・・・・・・・・・・・・・・・・・・・・・・・・・・・・・・・・・・・・・・・・・・・・・・・・・・・・・・・・・・・48-9111
　㈱鈴木組・・・・・・・・・・・・・・・・・・・・・・・・・・・・・・・・・・・・・・・・・・・・・・・・・・・・・・・・・・・・・・・・・・・・・・・・・・・・47-0028
　セブンーイレブン伊東宇佐美店・・・・・・・・・・・・・・・・・・・・・・・・・・・・48-8600
　洗濯名人　宇佐美店・・・・・・・・・・・・・・・・・・・・・・・・・・・・・・・・・・・・・・・・・・・・・・・・・・・47-5199
　旅乃家　宇佐美温泉　海ホテル・・・・・・・・・・・・・・・・・・・・・・・・・・・48-6688
●手打蕎麦　初代ねもと・・・・・・・・・・・・・・・・・・・・・・・・・・・・・・・・・・・・・・・・・・・・・・・47-2522
　中島荘・・・・・・・・・・・・・・・・・・・・・・・・・・・・・・・・・・・・・・・・・・・・・・・・・・・・・・・・・・・・・・・・・・・・・・・・・・・・・・・・・48-9489
　ナガヤ㈱　桜田店・・・・・・・・・・・・・・・・・・・・・・・・・・・・・・・・・・・・・・・・・・・・・・・・・・・・・・・・48-1177
●パン広場・・・・・・・・・・・・・・・・・・・・・・・・・・・・・・・・・・・・・・・・・・・・・・・・・・・・・・・・・・・・・・・・・・・・・・・・・・・・48-8787
　平山時計・メガネ店・・・・・・・・・・・・・・・・・・・・・・・・・・・・・・・・・・・・・・・・・・・・・・・・・・・・48-9165
　ファッションプラザひらやま・・・・・・・・・・・・・・・・・・・・・・・・・・・・・・・・・・・・・47-3721
　ファミリーマート宇佐美桜田店・・・・・・・・・・・・・・・・・・・・・・・・・・・・・・48-0301
●ふぐ地魚料理　大塚・・・・・・・・・・・・・・・・・・・・・・・・・・・・・・・・・・・・・・・・・・・・・・・・・・・・48-8839
●ふじ精肉店　焼肉ふじ・・・・・・・・・・・・・・・・・・・・・・・・・・・・・・・・・・・・・・・・・・・・・・・・47-2983
　HAIR ANTICO・・・・・・・・・・・・・・・・・・・・・・・・・・・・・・・・・・・・・・・・・・・・・・・・・・・・・・・・・・・・47-0138
　堀野薬局　宇佐美店・・・・・・・・・・・・・・・・・・・・・・・・・・・・・・・・・・・・・・・・・・・・・・・・・・・48-0709
　マコト電気・・・・・・・・・・・・・・・・・・・・・・・・・・・・・・・・・・・・・・・・・・・・・・・・・・・・・・・・・・・・・・・・・・・・・・・・48-9336
　㈱丸達水産・・・・・・・・・・・・・・・・・・・・・・・・・・・・・・・・・・・・・・・・・・・・・・・・・・・・・・・・・・・・・・・・・・・・・・・47-2163
　丸達ひものセンター・・・・・・・・・・・・・・・・・・・・・・・・・・・・・・・・・・・・・・・・・・・・・・・・・・・・47-1231
　丸山自転車商会・・・・・・・・・・・・・・・・・・・・・・・・・・・・・・・・・・・・・・・・・・・・・・・・・・・・・・・・・・・・・47-1225
　みかん狩りの泰山園・・・・・・・・・・・・・・・・・・・・・・・・・・・・・・・・・・・・・・・・・・・・・・・・・・・・47-4747
　美春給油所・・・・・・・・・・・・・・・・・・・・・・・・・・・・・・・・・・・・・・・・・・・・・・・・・・・・・・・・・・・・・・・・・・・・・・・48-8002
　山六ひもの店　宇佐美店・・・・・・・・・・・・・・・・・・・・・・・・・・・・・・・・・・・・・・・・・47-0382

●邑楽亭・・・・・・・・・・・・・・・・・・・・・・・・・・・・・・・・・・・・・・・・・・・・・・・・・・・・・・・・・・・・・・・・・・・・・・・・・・・・・・・・・47-2128
　ローソン伊東宇佐美店・・・・・・・・・・・・・・・・・・・・・・・・・・・・・・・・・・・・・・・・・・・・・・・48-8008
　ワタナベ電気・・・・・・・・・・・・・・・・・・・・・・・・・・・・・・・・・・・・・・・・・・・・・・・・・・・・・・・・・・・・・・・・・・47-2904

宇佐美駅前通り
　アウトレットマルカ・・・・・・・・・・・・・・・・・・・・・・・・・・・・・・・・・・・・・080-8255-0609
　伊東観光タクシー㈱・・・・・・・・・・・・・・・・・・・・・・・・・・・・・・・・・・・・・・・・・・・・・・・・・・・・47-3388
　おしゃれの店　モリ・・・・・・・・・・・・・・・・・・・・・・・・・・・・・・・・・・・・・・・・・・・・・・・・・・・・・・47-0744
　髙木時計眼鏡店・・・・・・・・・・・・・・・・・・・・・・・・・・・・・・・・・・・・・・・・・・・・・・・・・・・・・・・・・・・・・47-1133
　文化堂・・・・・・・・・・・・・・・・・・・・・・・・・・・・・・・・・・・・・・・・・・・・・・・・・・・・・・・・・・・・・・・・・・・・・・・・・・・・・・・・・48-9353
　㈱マルヰエナジー　宇佐美営業所・・・・・・・・・・・・・・・・・・・・・・48-9237
　マンヤ薬局・・・・・・・・・・・・・・・・・・・・・・・・・・・・・・・・・・・・・・・・・・・・・・・・・・・・・・・・・・・・・・・・・・・・・・・48-9227
●やまふじ・・・・・・・・・・・・・・・・・・・・・・・・・・・・・・・・・・・・・・・・・・・・・・・・・・・・・・・・・・・・・・・・・・・・・・・・・・・・・47-0100

湯川・松原　地区
　㈱青木ゴム工業所　タイヤショップ青木・・・・・・・・・・・・・・・37-8855
　アピデギフトプラザ伊東　・・・・・・・・・・・・・・・・・・・・・・・・・・・・・・・・・・・・・・・・・・37-8150
●アマンテ・・・・・・・・・・・・・・・・・・・・・・・・・・・・・・・・・・・・・・・・・・・・・・・・・・・・・・・・・・・・・・・・・・・・・・・・・・・・・・36-2070
　アン・リリー・・・・・・・・・・・・・・・・・・・・・・・・・・・・・・・・・・・・・・・・・・・・・・・・・・・・・・・・・・・・・・・・・・・・・・36-7188
●居酒屋　うえ野・・・・・・・・・・・・・・・・・・・・・・・・・・・・・・・・・・・・・・・・・・・・・・・・・・・・・・・・・・・・・・・・・36-9361
●居酒屋　加多乃屋・・・・・・・・・・・・・・・・・・・・・・・・・・・・・・・・・・・・・・・・・・・・・・・・・・・・・・・・・・・37-4011
●居酒屋　とっぺん・・・・・・・・・・・・・・・・・・・・・・・・・・・・・・・・・・・・・・・・・・・・・・・・・・・・・・・・・・・・36-2456
　石庄米店・・・・・・・・・・・・・・・・・・・・・・・・・・・・・・・・・・・・・・・・・・・・・・・・・・・・・・・・・・・・・・・・・・・・・・・・・・・・・・37-3424
　伊豆　ジェラテリア　カプリ・・・・・・・・・・・・・・・・・・・・・・・・・・・・・・・・・・・・・・・38-7230
　いずちゅう　伊東駅店・・・・・・・・・・・・・・・・・・・・・・・・・・・・・・・・・・・・・・・・・・・・・・・・・・・・29-6660
●一汁三菜・・・・・・・・・・・・・・・・・・・・・・・・・・・・・・・・・・・・・・・・・・・・・・・・・・・・・・・・・・・・・・・・・・・・・・・・・・・・・・48-7105
●いでゆ商店・・・・・・・・・・・・・・・・・・・・・・・・・・・・・・・・・・・・・・・・・・・・・・・・・・・・・・・・・・・・・・・・・・・・・・・・・38-1737
　伊東ガス・・・・・・・・・・・・・・・・・・・・・・・・・・・・・・・・・・・・・・・・・・・・・・・・・・・・・・・・・・・・・・・・・・・・・・・・・・・・・・37-0061
　伊東数学塾・・・・・・・・・・・・・・・・・・・・・・・・・・・・・・・・・・・・・・・・・・・・・・・・・・・・・・・090-4116-0067
　イトウ薬局　松原猪戸店・・・・・・・・・・・・・・・・・・・・・・・・・・・・・・・・・・・・・・・・・・・・・・・37-6032
　稲葉自動車工場・・・・・・・・・・・・・・・・・・・・・・・・・・・・・・・・・・・・・・・・・・・・・・・・・・・・・・・・・・・・・・・・37-2509
　稲葉畳店・・・・・・・・・・・・・・・・・・・・・・・・・・・・・・・・・・・・・・・・・・・・・・・・・・・・・・・・・・・・・・・・・・・・・・・・・・・・・・37-5030
●囲炉裏家　いち・・・・・・・・・・・・・・・・・・・・・・・・・・・・・・・・・・・・・・・・・・・・・・・・・・・・・・・・・・・・・・・・36-1565
　㈱岩崎商店・・・・・・・・・・・・・・・・・・・・・・・・・・・・・・・・・・・・・・・・・・・・・・・・・・・・・・・・・・・・・・・・・・・・・・・・・37-2706
　ウオオ理容室・・・・・・・・・・・・・・・・・・・・・・・・・・・・・・・・・・・・・・・・・・・・・・・・・・・・・・・・・・・・・・・・・・・・・36-7442
　㈲魚吉ひもの店・・・・・・・・・・・・・・・・・・・・・・・・・・・・・・・・・・・・・・・・・・・・・・・・・・・・・・・・・・・・・・・・3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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