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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Gold         
               

Male Enhancement   

VIZ     

 Fast Acting                       

 Enhance libido                

 and sexual health 

 Lasts up to 24 hours     

10 Strips 

DIETARY SYPPLEMENT   

Made in U.S.A .                    

 

DIRECTIONS :  Take one strip per day on an empty stomach. Place strip on or under tongue and allow to dissolve 

in mouth. Do not eat or drink for one hour except water. Starts working within 20-60 minutes. May cause a brief 

flushing or warmth sensation which is normal and temporary. Intended for internal use only.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 1 strip 

Serving per Container : 10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 ---------------------------
Calories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prietary Blend                                                     260 mg+ 
 

Proprietary Blend: Eurycoma Longifolia, Andrographis paniculate, Butea Superba,  

Water melon extract, Coenzyme 10, Citrulline, I-alginine, I-ornithine 

Other Ingredients: Water, Sugar, Cocoa, Natural Flavors 

+Percent Daily Valu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Daily value not established. 

Physician Formulated , Dietary Friendly, Gluten Free, Natural Ingredients. 

WARNING : Not for use by individuals under 18 years of age. Do not use if you are pregnant or nursing. Consult a 

physician or health care professional before using this product if you have any medical condition. Do not exceed 

recommended serving. KEEP OUT REACH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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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ent any disease. 

 

Made in U.S.A.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Viznutrition.com  

 

(1 Strip) 
 

VIP Gold         
               

Serving size : 1 strip (260 mg) 

Directions : Take 1 strip per day on an empty stomach. Place strip on or under tongue and allow to dissolve in 

mouth  20~60 minutes prior to sexual activity. 

 

Proprietary Blend : Eurycoma Longifolia, Andrographis paniculate, Butea Superba, watermelon extract,  

Coenzyme 10, Citrulline, I-arginine, I-ornithine. 

Others Ingredients : Water, Sugar, Cocoa, and Natural Flavors.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Viznutrition.com  



VIP Gold  
 

ViZ 

남성 강화제,   

빠른 효과,  

성 건강 및 정력 강화,  

24 시간의 지속 효과 

수량 : 10 장 

식품 보조제 

미국산 

 

사용법 : 공복에 한 장을 섭취하십시오. 혀 밑에 넣어 녹이십시오. 한 시간 정도 물 외에는 음식이나 알코올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20 분에서 1 시간 안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잠시 얼굴이 붉어지거나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정상 현상입니다. 구강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분 

용량 :  1 장  

한 박스: 10 개  

 

함유량                                                  하루 기준치 % 

--------------------------------------------------------------------------------------------------------------------------------------------------------열량                                                                                     

0 

--------------------------------------------------------------------------------------------------------------------------------------------------------함유량                                                                     

260 mg+ 
 

 

함유 성분: 유리코마, 롱지폴리아, 안드로그라피스 페니쿨레트, 뷰티아 슈펄바,  수박 추출물, 코 앤자임 Q 10,  시트룰린, 

엘 알지닌, 엘 오미틴  

기타 첨가물: 물, 설탕, 코코아,천연 향료 

+ 2000 칼로리 섭취를 기초로 한 퍼센트  하루 기준치. 

* 하루 적정량은 적용하지 않았음  

의사가 개발함, 음식 대용 가능,  글루텐  함유 안됨, 천연 성분 

경고 : 18 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 것. 임산부나 수유중인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은  사용 전 

전문의나 건강 전문가 와 상의 하십시오.  1 일 권장량 이상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위의 내용은 FDA 에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며, 이것은 진단이나 치료 혹은 질병을 예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미국산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Viznutrition.com  



 

(개별 포장) 

 

ViZ 

남성 강화제,   

빠른 효과,  

성 건강 및 정력 강화,  

24 시간의 지속 효과 

1 장 

식품 보조제 

미국산 

 

용량 : 1 장  260mg 

사용법 : 공복에 1 일 1 장 사용.  성행위 20~60 분전에 혀 아래 에 1 장을 집어넣고  삼키지 말고 녹여서 

                    사용하십시오. 

주요 성분 : (함유 성분) 유리코마,  롱지폴리아,  안드로그라피스 페니쿨레트,  뷰티아 슈펄바,  수박 추출물, 코 앤자임 

Q 10,  시트룰린,  엘 알지닌,  엘 오미틴  

기타 첨가물 :  물,  설탕,  코코아, 천연 향료 

위의 내용은 FDA 와 무관하며,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 그리고 진단 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Viznutrition.com  

 

  



 
VIP Gold  
 

VIZ 

男性勃起制 

快速见效 

精力 

性健康增长 

小时持续效果 

食品补助制 

美国生产 
 

使用方法 : 空腹 屯在舌低下化着摄取一张，. 摄取一小时之内请勿饮食任何食品和酒水。20 分钟之一小

时内发起作用。暂时会感到脸红，暖和，头晕，身体变热但是这是暂时的正常作用。请把本产品仅使用在

内服。 

 

成分 
用量 : 1 个 

1 箱 :  0 个 

 

容量                        一天推荐值 % 
----------------------------------------------------------------------------------------------------------------------------- --------------------------- 

热量                                                                                  0 
---------------------------------------------------------------------------------------------------------------------------------------------- ---------- 

专利配方                                                              260 mg+ 

 

 

成分: 冬瓜 长叶野扇花;, 穿心莲属 peniculate, 华丽紫铆,  

西瓜子萃取物;, 辅酶 10 瓜氨酸, I-藻蛋白碱, I- 鸟氨酸 

其他成分: 水, 糖, 可可粉, 天然香料 

+ 百分之以一天摄取 2000 热量为标准 

* 没有设置一天推荐值  

医生开发, 可以替代饮食, 不含谷蛋白, 天然成分 

警告 : 未满 18 岁禁止使用。孕妇，哺乳的人请勿使用。身体有异常情况的人使用前跟医生或健康专家商

量。请勿摄取一天推荐量。报告在小孩神不到手的地方。 以上的说明跟 FDA 无关，本产品不是诊断，治

疗，预防治病的目的而生产 

 

美国产品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Viznutrition.com  

 



 (单独包装) 

 

VIZ 

男性勃起制 

快速见效 

精力 

性健康增长 

小时持续效果 

食品补助制 

美国生产 
 

用量 :  1 个  260mg 

使用方法 ：空腹 屯在舌低下化着摄取一张，. 摄取一小时之内请勿饮食任何食品和酒水。20 分钟之一

小时内发起作用。暂时会感到脸红，暖和，头晕，身体变热但是这是暂时的正常作用。请把本产品仅使用

在内服。 

 

成分 : 冬瓜 长叶野扇花;, 穿心莲属 peniculate, 华丽紫铆,  

西瓜子萃取物;, 辅酶 10 瓜氨酸, I-藻蛋白碱, I- 鸟氨酸 

其他成分: 水, 糖, 可可粉, 天然香料 

以上的说明跟 FDA 无关，本产品不是诊断，治疗，预防治病的目的而生产.  

 

VIZ Nutrition, LLC Highland, UT 84003 

Viznutr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