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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Z™ 
1 OZ/30 ML 

DIETARY SUPPLEMENT 

Made in U.S.A. 

 

SWISS FORMULATED  

 

PurZTM : the patented water soluble formulation of clinoptilolite zeolite combined with VizPur® D3. A 

technology scientifically proven to passively remove heavy metals and environmental toxins. PurZTM 

enhances energy, vitality, concentration, focus, memory and sleep. PurZTM supports the body in the 

systemic removal of toxins and the absorption of essential nutrients.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 10 Drops 2 Times Per Day 

Serving Per 30ml Container : 60 (30 days)  

                                                                          Amount  Per                                                           % Daily 

                                                                                Serving                                                                 Value                              

Sodium Aluminosilicate *                                  15.0 mg                                                                    + 

Magnesium                                                             0.5 mg                                                                   + 

Vitamin D-3 (Cholecalciferol) VizPurTM               400 IU                                                                 67% 

+Percent  Daily Valu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The patented molecule derived from clinoptilolite zeolite. 

**Daily value not established 

Ingredients : Water, Sodium Aluminosilicate, Vitamin D-3 (Cholecalsiferol) VizPurTM, Sodium Benzoate, Citric Acid. 



Suggested Use : Adults and children 6 years of age and older. Take  10 drops, 2 times per day in any fluid.  

 

WARNING : If Pregnant or breastfeeding, ask a health care professional before use.  If you are taking prescription 

medications, ask your health care professional prior to use.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Other Information: Tamper Evident Seal : Do not use if seal is torn, cut or opened. Store at controlled room temperature (59 to 

80 F).  Avoid excessive heat and humidity. 

 

U.S. Patent 6288045      

Manufactured  in the USA          www.viznutrition.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DA.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www.viznutrition.com 

 

 (Label) 
1 OZ/30ml 

Dietary Supplement 

Made in U.S.A. 

 

SWISS Formulated 

 

PurZTM combined with VizPurTM technology supports the body’s natural ability to remove environmental toxins and heavy 

metals.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 10 Drops 2 Times Per Day 

Serving Per 30ml Container : 60 (30 days) 

                                                                           Amount  Per                                                        % Daily 

                                                                               Serving                                                               Value 

Sodium Aluminosilicate                                      15.0 mg                                                                 * 

Magnesium                                                             0.5 mg                                                                 * 

Vitamin D-3 (Cholecalciferol) VIZPurTM              400 IU                                                             67% 

+Percent Daily Valu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Daily value not established. 

Ingredients :  Water, Sodium Aluminosilicate, Vitamin D-3 (Cholecalsiferol) VizPurTM, Sodium Benzoate, Citric Acid. 

Suggested Use : Adults and children 6 years of age and older take 10 drops, 2 times per day in any fluid 

WARNING : If pregnant or breastfeeding, ask a health care professional before use. If you are taking prescription medications, 

ask your health care professional prior to use.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Other information: Tamper Evident Seal: Do not use if seal is torn, cut, opened. Store at controlled room temperature (59 to 80 

F).  Avoid excessive heat and humidity. 

 

U.S. Patent 6288045      Made in the USA          www.viznutrition.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DA. 

Th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http://www.viznutr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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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지 TM  
 

VIZ 

1 OZ/30ml 

식품 보조제 

미국산 

 

스위스 제조 

 

퓨어지 TM  : 크리놉틸로라이트 제올라이트 와  비타민 VizPurTM D3 와를  특허 받은  수용성 기술로 수용성으로  

변화시킨 제품이다. 또 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공법으로  인체에 해로운 환경 독소들과 중금속 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퓨어지 TM 는  에너지, 활력, 집중력, 기억력,  수면력을  증진 시켜준다.  퓨어지 TM 는  독소의  체계적 제거와  

필수영양소의 흡수를 통해 인체의  건강을 도모하게 한다. 

 

성분 

사용량 : 10 방울씩 1 일 2 회 

한병  30ml  : 60 회 사용 하면 ( 1 달분임)  

                                                                           함유량                                                               하루 기준치 % 

소디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                 15.0 mg                                                                             + 

마그네슘                                                           0.5 mg                                                                            + 

비타민  D-3 (콜리 칼시페롤) 비즈퍼          400 IU                                                                          67% 

+2000 칼로리 섭취를 기초로 한 퍼센트  하루 기준치 

* 일일 권장치가 설정 안되어 있음 

성분 :  물,  소디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비타민 D 3( 콜리 칼시페롤) 비즈펄,  소디움 벤조에이트, 구연산.  

사용법 : 성인 및  6 세 이상 어린이는 10 방울씩  하루  2 번  물과 같이  음용 하십시오.   

주의 : 임산부 와 수유중인 사람은  사용 전 건강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만약 의사의 처방 약을 복용 중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건강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추가 정보: (진품 확인 봉인) 봉인 이 훼손 되어 있던지, 잘려져 있거나, 열려 있으면 사용 하지 마십시오. 제품 보관은  

섭씨 15 도에서 27 도 사이에서 보관 하십시오. 열이나 습기를 피하십시오. 

 

미국 특허  6288045       미국서 제조          www.viznutrition.com 

 

상기 설명은 FDA 에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며, 본 제품은 어떤 질병이던 그의 진단, 예방, 치료 목적의 용도가 아닙니다. 

http://www.viznutrition.com/


(개별 포장) 

 
1 OZ/30ml 

식품 보조제 

미국산 

 

스위스 제조 

 

ViZPurTM  와  PurZTM 공법을 통해 유해  환경독소들과 몸에 누적된 독소와  중금속을 제거시킴으로  신체의 면역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성분 

사용량 : 10 방울씩 1 일 2 회 

한병 30ml  : 60 회 사용 하면 (1 달분임)  

                                                                          함유량                                                                  하루 기준치 % 

소디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15.0 mg                                                                             * 

마그네슘                                                        0.5 mg                                                                              * 

비타민  D-3 (콜리 칼시페롤) 비즈퍼       400 IU                                                                           67% 

+2000 칼로리 섭취를 기초로 한 퍼센트  하루 기준치 

* 일일 권장치가 설정 안되어 있음) 

성분 :  물, 소디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비타민 D 3( 콜리 칼시페롤) 비즈펄, 소디움 벤조에이트, 구연산 

사용법 : 성인 및  6 세 이상어린이는 10 방울씩  하루  2 번  물과 같이 음용  하십시오.   

주의 : 임산부 와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건강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만약 의사의 처방 약을 복용 중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건강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추가 정보:( 진품 확인 봉인):  봉인 이 훼손 되어 있던지, 잘려져 있거나, 열려 있으면 사용 하지 마십시오. 제품 보관은  씨 

15 도에서 27 도 사이에서 보관 하십시오. 열이나 습기를 피하십시오. 

U.S. Patent 6288045      Made in the USA          .viznutrition.com 

*상기 설명은 FDA 에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며, 본 제품은  어떤 질병이던 그의 진단, 예방, 치료 목적의 용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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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Z
TM 

 
1 OZ/30ml 

食品补助品 

美国产品 

 

瑞士制作 

 

PurZTM : 使用获得专利的水溶性技术变化斜发沸石分子筛 维生素 VizPur® D3 水溶性的产品。通过科学已 

证明的方式来有效的去除对身体有害的环境毒素和重金属。 PurZ
TM
会增长能源，活力，集中力，记忆力，

补助睡眠。PurZ
TM
 有效的去除体内毒素和提供重要营养素导致身体健康 

 

成分 
使用量 : 1 天 2 回 10 滴 

一瓶 30ml  : （ 使用 60 回是 1 个月) 

                                                                            成份量                                                        一天身体需要%含量 

铝硅酸钠 *                                                      15.0 mg                                                                          + 

镁                                                  0.5 mg                                                                          + 

维生素  D-3 (Cholecalciferol) VizPur
TM

          400 IU                                                                        67% 

+以一天摄取 2000 热量为标准 

*没有设置一天推荐值 

 

其他成分 ：水， 铝硅酸钠，维生素 D3（Cholecalciferol） VizPur®， Sodium Benzoate， 柠檬酸 

使用方法 ：成人和 6 岁以上的儿童的话一天 2 回配水饮用 

注意项目 ：孕妇和正在哺乳的人使用前跟健康专家商量。如果正在服用医生处方药的话使用前跟健康专

家商量。保管小孩子不容易碰到的地方。 

 

详情：真品确认封印）：如果封印有损伤，切开，有打开过的痕迹请不要使用。把产品保管 15~27 摄氏度，

避免热气，湿气。 

 

美国 专利号 6288045       美国制作          www.viznutrition.com 

*以上的说明不是获得 FDA 承认，本产品的用途不是预防，治疗任何治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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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单独包装) 

 
1 OZ/30ml 

食品补助品 

美国产品 

 

瑞士制作 

 

通过 VizPurTM ，PurZ® 施工法有效的去除环境毒素，体内积累的毒素，重金属提升身体免疫力 

 

成分 
使用量 : 1 天 2 回 10 滴 

一瓶 30ml  : （ 使用 60 回是 1 个月) 

                                                                         成份量                                                          一天身体需要%含量 

铝硅酸钠                                                       15.0 mg                                                                           * 

镁                                                0.5 mg                                                                           * 

维生素  D-3 (Cholecalciferol) VizPur
TM

         400 IU                                                                       67% 

+以一天摄取 2000 热量为标准 

*没有设置一天推荐值 

 

其他成分 ：水， 铝硅酸钠，维生素 D3（Cholecalciferol） VizPur®， Sodium Benzoate， 柠檬酸 

使用方法 ：成人和 6 岁以上的儿童的话一天 2 回配水饮用 

注意项目 ：孕妇和正在哺乳的人使用前跟健康专家商量。如果正在服用医生处方药的话使用前跟健康专

家商量。保管小孩子不容易碰到的地方。 

详情：真品确认封印）：如果封印有损伤，切开，有打开过的痕迹请不要使用。把产品保管 15~27 摄氏度，

避免热气，湿气。 

 

美国 专利号 6288045       美国制作          www.viznutrition.com 

*以上的说明不是获得 FDA 承认，本产品的用途不是预防，治疗任何治病 

 

http://www.viznutr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