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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 개  

 
고객님의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노리트는 고객님의 새로운 제품 모노리트 세라믹 

그릴의 구매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제품 정보 

메뉴얼에는 바베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노리트와 함께 맛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웹 사이트에서 더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onolith-grill.de 

주의: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시고 안전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설명서를 주의해서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노리트는 자유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세라믹 
그릴! 모노리트는 바베큐, 훈제, 베이킹, 끓는 요리, 삶고 

찌는 요리, 건조요리 등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당신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입맛을 선사해 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정원을 품격 

있고 세련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노리트는 디자인이다! 미적 감각과 기능의 
최대화! 모노리트는 시각적인 면과 미각적인 면의 만족을 

동시에 드리며 당신의 정원을 더욱더 근사하게 디자인 해 

드립니다. 

모노리트는 전통이다! 세라믹 오븐은 3000 년 이상 

바베큐 및 훈제요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라믹 그릴은 

1970 년대 이래 수세기 동안 일본에서 잘 알려진 

무시카마도에서 개발되었고 전 세계에서 성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모노리트는 다르다! 모노리트의 특별함은 당신의 식탁을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 드리며 최고의 만족감을 

드립니다. 

모노리트는 다재다능하다! 모노리트는 당신의 가정에서 

이탈리아 문화와 아르헨티나의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여행-1 년 365 일  

©  2018 모노리트 그릴(주) 

모든 콘텐츠, 사진, 글, 그래픽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전체 또는 부분을 복사 , 수정, 복제 또는 출판 할 수 없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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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 

 
모노리트 그릴 – 완벽한 야외 부엌 

모노리트 그릴은 클래식 바베큐 만의 장점과 화덕 바베큐 

만의 장점을 최대화 시킨 제품입니다. 

바베큐, 훈제요리, 저온요리, 베이킹 ... 매일 같은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모노리트 그릴은 항상 완벽한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완벽한 스테이크를 굽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의 

일반적인 구이에서부터 낮은 온도에서의 간접구이까지 

가능한 – 모노리트는 고객님께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모노리트는 또한 피자나 빵을 굽는 화덕오븐으로도 

완벽합니다. 사용 가능한 온도범위는 70℃ ~ 400℃ 

입니다. 

모노리트 그릴의 최고의 특별한 효율성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온도를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최소화 

시킵니다. 저온에서 2.5kg ~ 3kg 의 숯 만으로 최대 24 시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소공급량의 절약으로 

그릴에서의 공기이동이 거의 없으며 저희 모노리트 

그릴에서 조리되는 스테이크는 고기육즙과 촉촉함을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 2 개의 스테이크만 신속하게 조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통 효과로 인해 

숯이 매우 빨리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고열로 스테이크를 

구운 후 공기조절을 위해 통풍구를 덮으시면 됩니다. 

그릴과 덮개 사이의 밀폐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불이 꺼지고 다음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독창적인 목재칩 공급 장치로 덮개를 열지 않고도 

훈연나무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골고루 순환되면서 새로운 

미각과 풍미의 훈제요리를 선사해 드립니다. 목재칩을 석쇠 

위에 놓고 훈제요리를 위해 제공 된 통풍구로 음식을 밀어 

넣습니다. 

모노리트는 극도로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2 개의 

실용적인 사이드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프레임은 분말로 

코팅 된 강철로 만들어 졌습니다. 

무거운 세라믹의 단열효과와 정교한 공기 공급 조절로 인해 

모노리트는 이때까지 다른 그릴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그릴에 비해 

숯의 소비량은 25 ~ 50% 입니다. 

외부온도는 강철로 된 그릴보다 훨씬 낮고 그릴로 인한 

상해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연통효과를 통해 조리온도에 도달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공기의 순환이 적기 때문에 고기가 마르지 못하게 합니다. 

매우 폭 넓은 온도범위. 

모노리트는 극한의 내열성 세라믹과 고품질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관리가 수월하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년 보증 (보증 조건 참조) 



 

03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노리트  

주철로 만들어진 공기량 조절 장치를 

통한 정확한 온도 설정 

 

 

온도계 

공기 공급 조절 장치 및 숯의 

재를 제거하기 위한 입구 

잠금 식 롤러가 있는 

견고한 프레임 

실용적인 대나무 
사이드 테이블 

극도의 내열 세라믹 

훈제요리 시 목재칩을 채우는 입구 
(모노리트의 특허기술) 



 

04 포장열기  

 
모노리트는 댁에서 손상되지 않는 제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1. 플라스틱 끈을 먼저 자르고 포장상자 덮개를 엽니다. 

2. 프레임이 있는 모델일 경우: 판지로 고정되어 

있는 세라믹 몸체 옆에 고정된 다리를 제거합니다.  

3. 포장으로 고정되어 있는 측면 벽을 제거합니다. 

4. 본체 옆에 있는 부속품 상자도 제거합니다. 그릴을 

열고 포함 된 모든 구성요소 및 액세서리를 제거합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제거할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히 세라믹 

부품을 다룹니다. 프레임이 있는 모델일 경우: 그릴 

본체에서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사이드 테이블에 그릴을 

고정한 후 운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재활용을 위해 포장지를 읽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원료입니다. 

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제거할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히 
세라믹 부품을 다룹니다. 높은 중량으로 인해 그릴 
본체를 2 명이 운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5 내용물 // 모노리트 클라식 

 

본채 부속품: 

공기흐름 조절 후드 화염 고리 화염 공간 보호용 석재 
 Art.-Nr. 201052-C Art.-Nr. 201053-C Art.-Nr. 201054-C 
Art.-Nr. 201059-C 
 

주철석쇠 분리 가능 한 숯바구니 스페이서가 있는 (분리된)        스테인리스 그릴용 석쇠 
 Art.-Nr. 201046-C 석재통풍기 Art.-Nr. 201060-C 

Art.-Nr. 201066-C Art.-Nr. 201006 

그릴용 석쇠 추가 부품 대나무 손잡이 프레임 세라믹으로 된 작은 다리  
Art.-Nr. 201005 Art.-Nr. 201064-C (프레임이 있는 모델) (프레임이 없는 모델) 

Art.-Nr. 201068 Art.-Nr. 201056 

 

 
그릴온도계 부품주머니 사용설명서 

Art.-Nr. 201057-C (프레임 있는 모델) Art.-Nr. 20000-HB 
Art.-Nr. 201083-C 

 

 

 

 

재갈퀴   Art.-
Nr. 201063 

훈제용 레일과 갈고리 
Art.-Nr. 201009 

석쇠용 주걱 
Art.-Nr. 206000 

2 개의 대나무 사이드 
테이블(프레임 있는 
모델) Art.-Nr. 201062-C 

   
 



06 내부조립 // 모노리트 클라식  

조립: 

 
분리 가능 한 숯바구니 간접구이를 위한 스페이서가 있는 (분리된) 석재통풍기 

 

 
스테인리스 석쇠와 추가 부품이 있는 (분리된) 석재통풍기 화덕피자용 조립 (액세서리 선택) 

 



 

07 내용물 // 모노리트 주니어 

 

본채 부속품: 

공기흐름 조절 후드 화염 고리 화염 공간 보호용 석재 

 Art.-Nr. 201052-J Art.-Nr. 201053-J Art.-Nr. 201054-J 
Art.-Nr. 201059-J 

주철석쇠 스페이서가 있는 석재통풍기  스테인리스 그릴용 석쇠        그릴용 석쇠 추가 부품 

 Art.-Nr. 201060-J Art.-Nr. 201023 
Art.-Nr. 201066-J Art.-Nr. 201024 

대나무 손잡이 프레임(프레임 있는 모델) 세라믹으로 된 작은 다리 재갈퀴 

Art.-Nr. 201064-J  (프레임이 없는) Art.-Nr. 201063 
Art.-Nr. 201027 Art.-Nr. 201056 

훈제용 레일과 갈고리 그릴온도계 부품주머니 사용설명서 

 Art.-Nr. 201057-J (프레임 있는 모델) Art.-Nr. 20000-HB 
Art.-Nr. 201026 Art.-Nr. 201083-J 

 

 

 

 



 

 

08 내부조립 // 모노리트 주니어 

조립: 

 
완결된 스테인리스 그릴석쇠와 제 2 의 석쇠 및 추가 부품 화덕피자용 조립 (액세서리 선택) 

 

 

 

숯바구니 간접구이를 위한 스페이서가 있는 
석재통풍기 



 

09 내용물 // 모노리트 르 셰프 

 

본채 부속품: 

공기흐름 조절 후드 화염 고리 화염 공간 보호용 석재 

 Art.-Nr. 201052-L Art.-Nr. 201053-L Art.-Nr. 201054-L 
Art.-Nr. 201059-L 

주철석쇠 분리 가능 한 숯바구니 스페이서가 있는 (분리된) 스테인리스 그릴용 석쇠 

 Art.-Nr. 201046-L 석재통풍기 Art.-Nr. 201060-L 
Art.-Nr. 201066-L Art.-Nr. 201033 

제 2 의 스테인리스  그릴용 석쇠 추가 부품 프레임 세로믹으로 된 작은 다리 

그릴석쇠 세트 Art.-Nr. 201038 (프레임이 있는 모델) (프레임이 없는 모델) 
Art.-Nr. 201032 Art.-Nr. 201040 Art.-Nr. 201056 

재갈퀴 훈제용 레일과 갈고리 그릴석쇠 주걱 2 개의 대나무 사이드 테이블 

Art.-
Nr. 

201063  Art.-Nr. 206000 (프레임 있는 모델) 
Art.-Nr. 201035  Art.-Nr. 201062-L 

그릴온도계 대나무 손잡이 부품주머니 사용설명서 

Art.-Nr. 201057-L Art.-Nr. 201064-L (프레임 있는 모델) Art.-Nr. 20000-HB 
Art.-Nr. 201083-L 

 

 

 

 

 



 

10 내부조립 // 모노리트 르 셰프 

조립: 

 
분리 가능 한 숯바구니 간법구이를 위한 스페이서가 있는 (분리된) 석재통풍기 

 

 
완결된 스테인리스 그릴석쇠와 제 2 의 석쇠 및 추가 부품            화덕피자용 조립 (액세서리 선택) 

 



11 프레임 있는 조립 

 

 

A. 프레임을 장착하려면, 먼저 부품주머니에 있는 

스테인리스 후드를 다리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제 다리를 

프레임의 나사못으로 조입니다. 손상을 피하기 위해 

프레임과 다리 사이에 천이나 종이 조각을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레임의 구멍이 다리의 나사 구멍과 일치할 

때까지 각각의 다리를 돌립니다. 

주의: 제동 장치를 쉽게 사용하려면 제동이 되는 
바퀴를 다리 앞면에 나란히 장착합니다.  

B. 첨부된 육각형 소켓 렌치를 사용해 각각 다리의 나사를 

2 개 (MONOLITH JUNIOR) 또는 4 개 (MONOLITH CLASSIC 

/ LE CHEF)의 나사를 넣고 조입니다. 

C. 본체에 프레임이 삽입되기 전에 바퀴는 제동됩니다. 

주의: 그릴은 평평한 지반에 놓고 평지가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그릴은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두어서는 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D. 본체를 공기 공급 조절 장치/ 숯의 재를 제거하기 위한 

입구의 재동 바퀴가 있는 다리 사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프레임을 삽입시킵니다. 그릴을 사이드 테이블 홀더로 

운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히 세라믹 
부품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릴본체를 운반하실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옮기시는 것을 추천하고 장갑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 오직 르 셰프: 상단 클램핑 앞쪽에 있는 2 개의 너트를 

풀고 손잡이를 볼트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너트를 다시 

볼트로 돌려서 끼운 후 렌치로 조입니다. 

F 주철로 만들어진 공기량 조절장치를 몸채 덮개에 

고정하고 덮개는 단지 부착이 됩니다. 

G 화염상자를 그릴 본체에 넣고 화염상자의 숯 제거용 

구멍이 본체의 재/ 공기량 조절 장치 제거용 구멍 바로 앞에 

오도록 합니다. 

H 목재칩을 채우기 위한 입구/ 덮개가 본체의 결합하는 

입구 바로 앞에 있도록 화염상자에 화염고리를 놓습니다. 

I 본체 바닥에 있는 화염상자의 프로텍터 석재를 놓습니다. 

프로텍터 석재는 그릴이 바닥에서 너무 뜨거워 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J 주철로 된 그릴용 석쇠를 화염상자에 넣고 상자에 숯 

바구니를 놓아 바구니를 목재칩으로 채우고 화염고리 

입구/덮개의 구멍 바로 앞에 놓습니다. 

K 사이드 테이블을 본체의 속한 고정으로 달고 고정 사이의 

거리는 사이드 테이블에서 약간 구부려야 합니다. 

주의: 사용하시기 전 후로 본체와 프레임의 모든 
나사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체 
클램핑 링의 나사는 사용 중에 밑에 있는 펠트 
패킹이 수축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조여야 
합니다.  



12 프레임 없는 설치  

 

A. 세라믹으로 된 작은 다리를 꺼냅니다. 삼각형의 

삼면이 동일한 길이이고 본체 밑부분의 지름과 거의 

같도록 원하는 위치(예 모노리트 테이블)에 삼각형으로 

배치합니다. 삼각형의 꼭대기는 거꾸로 가리킵니다. 

주의: 그릴은 평평한 지반에 놓고 평지가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그릴은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두어서도 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B. 그릴 본체를 3 개의 세라믹 다리에 놓습니다. 그릴을 

덮개 힌지의 뒷면에 놓고 공기 흡입구에 닿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세라믹 
부품을 다룹니다. 중량이 크기 때문에 그릴 본체를 
두 사람이 함께 운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갑은 
부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C. 숯의 재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 공급 조절 장치/ 

입구가 두 개의 앞 다리 사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본체의 

다리를 삽입합니다. 다리가 그릴 아래로 균일하게 놓여 

있고 그릴이 세라믹 발의 평평한 표면에 완전히 놓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D. 오직 르 셰프: 상단 클램핑 앞쪽에 있는 2 개의 

너트를 풀고 손잡이를 볼트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너트를 

다시 볼트로 돌려서 끼운 후 렌치로 조입니다. 

E. 주철로 만들어진 공기량 조절장치를 몸채 덮개에 

고정하고 덮개는 부착 가능합니다. 

F. 화염상자를 그릴 본체에 넣고 화염상자의 숯 제거용 

구멍이 본체의 재/ 공기량 조절 장치 제거용 구멍 바로 앞에 

오도록 합니다. 

G. 목재칩을 채우기 위한 입구/ 덮개가 본체의 결합하는 

입구 바로 앞에 있도록 화염상자에 화염고리를 놓습니다. 

H. 본체 바닥에 있는 화염상자의 프로텍터 석재를 

놓습니다. 프로텍터 석재는 그릴이 바닥에서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I. 주철로 된 그릴용 석쇠를 화염상자에 넣고 상자에 숯 

바구니를 놓아 바구니를 목재칩으로 채우고 화염고리입구/ 

덮개의 구멍 바로 앞에 놓습니다. 

주의: 사용하시기 전 후로 본체와 프레임의 모든 
나사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체 
클램핑 링의 나사는 사용 중에 밑에 있는 
펠트패킹이 수축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조여야 합니다. 



 

 

13 모노리트 바비큐 구루 에디션 

주철로 만들어진 공기량 조절 

장치를 통한 정확한 온도 설정 

 

실용적인 대나무 

사이드 테이블 

공기 공급 조절 장치 및 숯의 

재를 제거하기 위한 입구 

잠금 식 롤러가 있는 
견고한 프레임 

온도계 

유일무이의 훈제요리 시 목재칩을 
채우는 입구 

고정 컨트롤러 

BBQ Guru Blower 

 

 
극도의 내열 세라믹 



14 컨트롤러와 송풍기 설정 

 

컨트롤러 설정 

처음으로 그릴을 사용하기 전에 컨트롤러 홀더를 왼쪽 

테이블에 부착합니다. 

A. 제공된 나사를 사용해 홀더 판을 옆면 테이블에 

고정합니다. 

B. 컨트롤러 뒷면에는 두 개의 금속 고리 핀이 있습니다. 

핀이 브래킷에 삽입 될 수 있도록 핀을 정렬하고 브래킷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컨트롤러를 아래로 밉니다. 

송풍기 설정 

모노리트 BBQ 구루 에디션에는 팬 하우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그릴에 흐르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 전선을 잡고 BBQ 구루 컨트롤러를 팬 장치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에는 „Fan(팬)“이라는 메모가 

표시되며 전선의 한쪽 끝을 팬에 꽂고 다른 쪽 끝도 팬에 

꽂으면 한 방향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주의: 사이드 팬 박스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팬을 직접 

설치하면 보증 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구멍을 

뚫으면 세라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릴에 환기 보급로 덮개를 밀어 넣고 나선형 전선을 

송풍기에 연결하고(그림 1)송풍기 손잡이를 켜기로 

설정합니다(그림 2). 휠을 돌리면 공기 흐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팁: 구루를 연결하기 전에 그릴을 원하는 온도로 조절합니다.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휠 설정을 OFF (그림 3)로 

설정하고 보급로 덮개로 평소와 같이 공기를 통제합니다. 

송풍기를 통해 외부 공기를 흡입할 수 없도록 송풍기가 

확실히 꺼져 있는지 유념합니다. 

 

 

고리 

컨트롤러 

홀더 

송풍기 꺼짐 표시 



15 불 피우기 

 

 

A. 온도의 범위와 용도에 따라 숯 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온 및 장시간의 바비큐를 할 경우에는 숯을 

화염상자에 직접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숯의 양이 많을 

수록 연소시간이 길어짐을 보장합니다. 화염상자를 상자와 

고리 사이의 최대 간격까지 채웁니다. 중온 및 고온에서 숯 

바구니는 뜨거운 공기 흐름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연소되므로 이상적입니다. 바구니에 있는 숯을 훈제 석쇠 

입구 아래까지 최대한 채웁니다. 바구니의 밑부분에 너무 

작은 조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공기흐름/ 통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및 간접 조리 방식을 동시에 

설정하려면 숯 분리기를 삽입하여 모노리트 클라식 및 

모노리트 르 셰프에서 숯 바구니의 절반 만 숯으로 채우고 

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고품질의 굵은 숯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모노리트 

숯을 추천합니다. 함유 된 바인더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숯을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릴은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릴은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나 애완 동물을 그릴에서 

멀리합니다. 가열 단계에서 그릴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 

매우 높은 온도(450℃ 이상)에 매우 빨리 도달 할 수 있어 

펠트 패킹과 심지어 그릴 부품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을 만들고 위에서 숯을 발화시킵니다. 

화학 물질이나 액체 점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물질이 세라믹에 침투해 맛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루프트라이터(LOOFTLIGHTER) 또는 화학 물질이 없는 

점화 큐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덮개를 닫고 공급 

및 배출구를 완전히 엽니다. 그릴의 굴뚝 효과로 빠른 시간 

안에(약 15 분)가열됩니다. 

주의: 액체 또는 화학 물질이 있는 그릴 점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원하는 굽기 온도에 도달하면 공기 공급 조절기/ 입구를 

닫아 재를 1-2cm 까지 제거합니다. 

주의: 그릴과 그 구성요소는 작동 중에 매우 뜨겁습니다. 

공급 및 배출 공기를 조절하려면 그릴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그릴용 집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주철 덮개의 공기 공급 및 배출 공기 조절을 통해 

정밀하게 설정 될 수 있습니다. 공기 공급 및 배출 공기 

조절 장치를 열면 숯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것은 더 뜨거워지고 그릴 온도는 상승합니다. 세라믹의 

열 저장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변화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점화 후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는 저온에서 조리 할 것을 

권장합니다. 

D.그릴 방법에 따라 적절한 부속품을 사용합니다. 

주의: 그릴과 그 구성요소는 작동 중에 매우 뜨겁습니다. 

그릴석쇠, 디플렉터 또는 피자 스톤과 같은 부품을 

삽입하거나 제거 할 경우 그릴용 장갑을 착용하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연성 .또는 표면이 

민감한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질로 인해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공기 공급 및 배출 공기 조절 장치를 완전히 닫음으로써 

그릴의 불씨는 10-20 분 안에 사라질 것 입니다. 타지 않은 

숯은 다음에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숯 

바구니를 흔들어 숯과 재를 분리 한 다음 화염상자에서 숯 

갈고리를 이용해 잿더미를 제거합니다. 



16 훈제 // 칩-피더-시스템 

 
모노리트 세라믹 그릴을 양질의 훈연기로 변하게 합니다. 독자적인 칩 피더 시스템을 통해 저희 세라믹 그릴은 덮개를 

열지 않고도 목재칩, 나무조각 및 목재 펠렛으로 쉽고 빠르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모노리트 훈제 펠렛은 

사용 된 목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제용 플랩을 열고 훈제용 레일을 모노리트 

세라믹 그릴에 넣습니다. 

훈제용 펠렛 / 목재를 레일에 넣습니다. 

훈제용 펠렛을 갈고리로 직접 불씨에 밀어 넣은 

다음 훈제용 레일과 갈고리를 제거하고 덮개를 

닫습니다. 

 



17 구이방식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그릴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직접구이 2. 간접구이                 3. 굽기 

타는 숯 위에 알맞은 스테인리스 

석쇠 또는 주철 철판을 올려 놓고 

직접 전문가처럼 굽습니다. 어떠한 

구조를 선택하든지 불씨의 열이 

고기에 최적의 맛을 만들어 

줍니다. 

모노리트의 특별한 성능을 

보여드립니다. 디플렉터 스톤을 

화염고리에 걸고 뜨거운 숯 위에 

직접 놓으면 열이 제어 된 방식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간접적인 열로 인해 구이는 매우 

부드럽게 익힙니다. 육류, 생선 

또는 닭고기류 모든 것이 정확히 

조리됩니다. 

옵션 피자 스톤에서 이탈리아 피자 

오븐과 같이 아주 얇고 바삭 바삭한 

피자를 직접 불에 굽습니다. 그 

때에 원하시는 온도를 400℃까지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람쿠헨 (Flammkuchen), 

포카치아(Focaccia), 빵 및 

케이크조차도 완벽합니다. 



18 손질& 정비 

 
모노리트는 고품질의 재료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손질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합니다. 날씨 및 환경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릴을 이상적으로 보호하려면 모노리트 

커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들은 액세서리로 전문 

사업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개시/처음 사용 
그릴은 불에 태울 필요가 없으며 조립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릴에 기름칠을 해서 태울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주철로 된 요리용 석쇠는 보관 중에 

부식으로부터 주철을 보호하는 보호 바니시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니스는 처음 사용할 때 소실됩니다. 보호용 

바니시를 태우는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굽기를 

기다립니다. 

그릴청소 
그릴의 바깥쪽뿐만 아니라 프레임 및 대나무로 된 사이드 

테이블을 물과 중성 세제로만 닦습니다. 내부를 물이나 

다른 액체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릴 공간은 사용 후 

고열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기 공급 및 

배출 공기 조절 장치를 완전히 엽니다.그릴 안에 숯이 

충분히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필요한 경우 숯 추가). 

모든 유기 침전물이 미세한 재(열분해)로 연소되고 매우 

빠른 고온에 도달합니다. 그릴을 450℃에서 10 분동안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그릴이 500℃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체와 덮개 사이의 펠트 패킹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속 부품(주철석쇠 제외)을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쇠가 변형 될 수 있습니다. 

열이 분해 시 석쇠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릴 브러시로 그릴을 솔질합니다. 손 브러시 

또는 브러시로 덮개와 다른 구성 요소에 있는 불의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주철로 된 석쇠와 숯 바구니를 

브러시로 닦고 때로는 주철로 된 석쇠에 기름을 발라서 

부식을 방지합니다. 

주의: 점차적으로 밝은 색의 내부 세라믹이 어둡게 

변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고 연소, 연기 및 지방에 

의한 영향입니다. 

재 
그릴이 식은 후에는 숯 바구니와 분리된 재가 흔들어져 

화염상자의 숯 저장공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필요 시 

주철로 된 석쇠를 먼저 꺼냅니다. 재갈퀴로 입구를 통해 

재를 제거합니다. 때로는 본체에서 모든 구성 요소를 

분리하고 손 브러시 또는 재 진공 청소기로 재의 그릴을 

철저히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릴용 석쇠 청소 
강한 오염과 기름때를 제거하려면 그릴 브러시로 뜨거울 때 

그릴을 닦습니다. 그릴용 석쇠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적합한 

세척제만 사용합니다. 그릴이 도달하는 높은 열로 인해 

석쇠는 영구 변색 될 수 있습니다. 

 
피자 스톤 및 디플렉터 스톤 청소 
피자 스톤과 디플렉터 스톤은 구멍이 열려있는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액체와 지방이 물질에 

침투하거나 타거나 표면에 영구적 인 검은 얼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얼룩은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강한 

오염은 그릴 브러시나 세란(Ceran) 스크레이퍼/주걱으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렉터 스톤은 가정용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해 기름이 흘리지 않도록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형성 
그릴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습도, 외부에서 

침투하는 습기 및 그릴내부에 남아있는 음식찌꺼기로 인해 

세라믹 및 그릴 내부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인체에 무해하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 

손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세라믹에서 증발 할 수 

있도록 그릴을 가열합니다. 천천히 온도를 올리고 잔류물을 

태웁니다. 열은 곰팡이 포자를 파괴합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그릴의 숯을 제거합니다. 숯은 

그릴의 여분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외부의 기상 조건으로부터 그릴을 보호하기 위해 그릴에는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릴에 공기가 순환하고 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릴에 공기 공급 및 배기 밸브를 열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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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핑 링 
본체와 덮개 주위 금속 끈의 육각형 소켓 나사는 팽팽하게 

해주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조여야 합니다.  

펠트 패킹 
펠트 패킹은 소모품이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릴 브러시로 그릴을 청소할 때 패킹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름이 패킹에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것은 

패킹을 발화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450℃ 이상) 패킹이 태워질 수 있습니다. 

펠트 패킹은 전문 사업장을 통해 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킹을 교체할 경우 스크레이퍼/주걱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본체와 덮개 바깥쪽의 유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포로 접착제 잔여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교체용 패킹은 자체 접착이고 그릴 뒤쪽에서 

본체와 덮개 가장자리까지 하나씩 접착합니다. 패킹이 

안쪽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킹이 더 쉽게 불에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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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그릴은 평평한 지반에 놓고 평지가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그릴은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두어서도 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릴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캐노피, 

테라스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 그릴을 두지 않습니다. 

그릴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덮개의 열림과 닫힘 

그릴 덮개는 스프링에 의해 열린 위치로 유지됩니다. 

덮개의 무게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덮개를 닫을 때 

쉽게 놓지 않습니다. 본체와 덮개 사이에 본체의 

일부분이나 그릴용 부속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덮개 및 

본체 손잡이를 쉽게 놓으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스프링은 즉시 교체합니다. 

그릴 이동 

그릴을 움직일 때에 양손으로 움직이고 밀지 말아야 

합니다. 냉각 상태에서 그릴을 밀 때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작동 중에 그릴을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그릴의 바퀴는 잔디, 모래 또는 자갈 

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통행이 어려운 

지형에서는 모노리트 버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린이와 애완동물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서 멀리 있게 하고 제품 사용시 특별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폐쇄된 공간사용 금지 
제품 사용시 폐쇄된 공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시에는 항상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이용합니다. 

각 지역 법률관련 

제품 사용 전 각 지역에서 그릴이 허용되는 지 확인합니다. 

공기량 조절 장치 

공기량 조절 장치를 통해 그릴 안의 내용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기량 조절 장치에서 나오는 열은 

매우 높으니 화상의 위험에 주의합니다. 

부속품의 조립/분리 
부속품을 조립/분리 시 그릴 장갑을 착용하시고 알맞은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뜨거운 부속품들은 

쉽게 점화될 수 있는 물건 위에 두지 않습니다. 뜨거운 

부속품들을 조립/ 분리 시 주위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화열 공간이나 숯 바구니에서 숯을 곧바로 

꺼내지 않습니다. 

스테인로스 그릴용 석쇠 사용 

스테인로스 그릴용 석쇠 사용시 이에 알맞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화상방지를 위해 그릴 장갑을 착용합니다. 

화상위험 
모노리트 제품은 철로 제작된 제품에 비해 열전도율이 

현저히 낮지만 제품 사용시에는 화상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접근에 

주의합니다. 

화재 위험 
제품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제품 사용시 숯의 재와 뜨거운 

바람을 통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불길주의 
제품 사용시 산소가 서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릴제품의 

덮개를 4-5 센티미터 정도를 미리 열어 놓습니다. 만약 

산소가 급격히 공급될 경우 불길이 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릴 장갑을 착용하고 그릴제품의 덮개를 열 때 제품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 서 있습니다. 만약 불길이 발생할 경우 

빨리 덮개를 덮습니다. 

액체점화금지 

액체점화용품이나 화학점화용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벤진이나 휘발성 종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액체용품은 세라믹입구로 흘러 들어 갈 수 있으며 음식물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숯불소화 
숯불소화 시 절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20 분 정도 

후 공기공급조절장치에 의해 자연소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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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약관은 모노리트 제품에만 해당되며 이 제품은 개인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노리트 그릴 GmbH 는 2009 년 1 월 1 일 이후에 

생산된 그릴용품 및 부속품에 제한하여 보증기간을 10 년 기한으로 

허용합니다. 

1. 세라믹으로 생산된 제품은 보증기간을 10 년 기한으로 하고 그 외 

다른 내용물 및 부속품의 보증기간은 2 년 기한으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제품구입날짜로부터 시작되며 구입날짜와 제품명이 기입된 영수증과 

함께 구입한 제품을 직접 제시하여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2. 모노리트는 보증기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모노리트가 문제의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고장발생원인에 대해 

부속품교체 및 교환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수리 및 교환기간에 의한 보증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은 

불가합니다. 제품의 교환 시 교환해당제품은 모노리트의 소유로 

합니다. 

3. 모노리트의 보증은 구입당사자에 한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릴제품과 부속품을 구입 시 공식적인 모노리트 파트너회사의 

제품으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보증서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파트너회사에서도 보증은 불가합니다. 그릴제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설명서를 읽으시고 각 지역과 각 국가의 화재방지법에 관련된 법률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세라믹제품은 고온에 의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제품의 더 강화시키는 현상으로 수리 및 교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세라믹이 완전히 깨지거나 외부로 노출될 

경우나 코팅의 상태가 심하게 회손 된 경우 보증이유에 해당됩니다. 

온도의 변하는 화염공간, 화염고리에 약간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열의 발생은 대체로 일반적인 현상이며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과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화염공간과 화염고리가 

완전히 회손 되었을 때 부속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그릴용 석쇠는 고온에서 변색될 수 있습니다. 교환의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펠트 패킹은 교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용 시 닳아짐). 펠트 패킹은 

특별히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릴 판 청소 시 펠트 패킹이 

고장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펠트 패킹 위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화재위험). 펠트 패킹은 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찌그러지는 경우, 긁히는 경우,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 라크 

칠이 손상된 경우는 제품청소 시 화학제품을 사용했거나 고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에 심하게 녹슬거나 심하게 불에 타서 

그릴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보증이 되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제품 사용시 메뉴얼 내용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 작동 

시 당사의 센터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난 경우, 타 

회사 부속품을 사용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보증이 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 보증약관은 독일 내에서 유효합니다. 모노리트 제품은 

유럽에서 구입한 경우 전 유럽에서도 보증이 유효합니다. 

5. 소비자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및 수리과정에서 고장이 난 경우, 설치방법의 오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이 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날씨로 인한 고장 발생시 보증이 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보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Osnabrück, Marz 2018 

Bei Fragen, Garantieansprüchen, Lob und Kritik wende dich 

bitte an: MONOLITH GRILL GmbH · Giesbert-Bergerhoff-Str. 

56 D-49076 Osnabrück · Telefon: +49 541 2019 640 

info@monolith-grill.de 

mailto:info@monolith-gri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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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THANK YOU FOR CHOOSING THE MONOLITH! 

Congratulations on your new MONOLITH ceramic grill. In 

this user‘s handbook you will find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relating to your grill and wish you many 

hours of enjoyment with your new MONOLITH ceramic 

grill.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 page: 

www.monolith-grill.de 

ATTENTION: To ensure proper use of this product, please 
read this owner’s manual carefully before using, especially 
the safety recommendations, and retain for future 
reference! 

The MONOLITH is freedom. A ceramic grill that delivers 

on all it promises. Grilling, smoking, baking, cooking, 

barbecuing or roasting. Enjoy all the options, enjoy sur-

prising your guests, enjoy indulging your palate. Your garden 

will become a realm of endless choices. 

The MONOLITH is design. It combines aesthetics with 

functionality in an accomplished fashion. An object of art, 

pleasing to both the eye and the palate. 

The MONOLITH is tradition. The Kamado has tradition-

ally been used by the Chinese and Japanese for over 3000 

years. In the 70s the modern ceramic grill started to evolve 

out of the Japanese Mushikamado and began to blaze its 

trail of success. 

The MONOLITH is different. It’s unique, it’s extrava-

gant, it will satisfy your hunger for the extraordinary. 

The MONOLITH’s versatility allows you to invite the 

world’s cuisines into your home. Using your MONOLITH 

you will enjoy an alfresco culture and way of life 365 days 

of the year in all weather 

©  2018 MONOLITH Grill GmbH 

All contents, texts, images, photos, as well as the layout and design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may not be changed, copied, reproduced, supplemented or 

used in any other way without written permission. 

Subject to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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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LL ADVANTAGES AT ONE GLANCE 

 
MONOLITH grill – the complete outdoor kitchen 

The MONOLITH unites the advantages of a classical grill 

with those of a stone oven. Barbecue, low temperature 

cooking, baking, smoking ... Whichever way you prepare 

your dishes, the MONOLITH grill will always enable you to 

achieve perfect results. No matter whether you need very 

high temperatures to grill the perfect steak or smoke a 

large amount of meat for hours on low temperatures – the 

MONOLITH is your grill. The MONOLITH used as a stone 

oven is perfectly suitable for baking pizza or bread. The 

temperature range is between 70 °C and 400 °C. 

Due to its unique efficiency the grill needs very little energy 

to generate and maintain the desired temperatures. Using 

2,5 kg – 3 kg of charcoal, the MONOLITH can work in the 

low temperature range for up to 24 hours. Hence very little 

oxygen is required, air movement is extremely low in the 

grill, preventing the meat from drying out. The meat 

remains moist. 

If you just want to quickly grill 2 steaks, this is not a 

problem. Due to the chimney effect, the charcoal heats up 

extremely fast. With the high temperatures you can grill 

the steaks, closing the openings afterwards to regulate the 

air. The grill and fire area are very well sealed; the charcoal 

embers die down within a short time and can be used for 

another time, this limits the waste you get with other 

barbeques. 

Our unique system of supplying wood chips gives the 

meat that typical smokey BBQ taste, without having to 

raise the lid. The wood chips are placed on a rack and are 

pushed through the intended opening directly in to the 

fire area. 

The MONOLITH is made of extremely heat-resistant 

ceramics and high-grade stainless steel. It has two prac-

tical side tables made of solid bamboo. The cart, like all 

other parts, is made of high grade materials and easily 

supports the weight of the ceramics whilst giving you the 

freedom to move your MONOLITH around the garden 

smoothly and safely. 

Due to the very good insulation of the heavy ceramics and 

the ingenious regulation of the air supply you can control 

the temperature in the MONOLITH, unlike any other type 

of grill. The consumption of charcoal is around 25 – 50 % 

less compared to a customary grill. 

The required temperatures are reached very quickly 

through the chimney effect so you can cook within 15 

minutes of lighting with far less fuel burnt during the 

preheating phase. 

The outside temperature of the MONOLITH is much lower 

than a steel grill – there is minimal danger of burn injuries. 

Due to the extremely temperature resistant ceramics and 

the use of high-quality stainless steel the MONOLITH is 

very low-maintenance and can even be used in winter. It 

is perfect for slow braised dishes and winter stews. 

10 year warranty 

(see warranty regulations – www.monolith-grill.de) 

http://www.monolith-grill.de/


 

03 MONOLITH OVERVIEW 

Cast Iron Dual-Disc Ventilation Cap for 

easy temperature and air flow control 

 

 

Thermometer 

Stainless Steel Air Vent 

and Ash Collector 

Sturdy Cart with 
Lockable Castors 

The Monolith is made of 

High Temperature 

Resistant Ceramics 

Practical Bamboo 
Side Tables 

Unique Wood Chip Feed System 



 

04 UNPACKING 

 
The MONOLITH is packaged to ensure that it arrives 

undamaged. 

1. Cut the plastic tapes and remove the cardboard lid. 

2. models including cart only: Remove the steel legs, 

that are fastened in place with cardboard next to the 

ceramic unit. 

3. The side panels of the carton can now be removed 

easily. 

4. Remove the cartons containing the accessories locat-

ed next to the ceramic unit. Further components and 

accessories are found within the unit and can now be easily 

removed. 

5. models including cart only: lift the ceramic unit out 

of the steel cart. We suggest carrying the Monolith by the 

brackets for the side tables. 

6. Please recycle the cardboard packaging. 

CAUTION: Due to the risk of breakage please exercise 
caution when handling the ceramic components. Avoid 
carrying the grill by the hinges or the bamboo handle, this 
can lead to damaging the grill! Due to the weight we 
recommend the unit be carried by two people. Be sure to 
wear gloves to prevent injuries. 

 



 

05 CONTENTS // MONOLITH CLASSIC 

 

STANDARD ACCESSORIES: 

Dual-Disc Fire Ring Fire Box Heat Protector 

Ventilation Cap Item No. 201052-C Item No. 201053-C Item No. 201054-C 
Item No. 201059-C 

Cast Iron Fire Grate Charcoal Basket Deflector Stone halved Stainless Steel 
Art.-Nr. 201066-C with Divider & Lift Grill Grate 

Item No. 201046-C Item No. 201006 Item No. 201060-C 

Extension Grid Bamboo Handle Cart (only for models Three Ceramic Feet 

Item No. 201005 Item No. 201064-C incl. cart) (only for models excl. cart) 
Item No. 201068 Item No. 201056 

 

 
Thermometer One Bag Metal Fittings User Manual 
Item No. 201057-C (only for models incl. cart) Item No. 20000-HB 

Item No. 201083-C 

 

 

 

 

Ash Hook 

Item No. 201063 
Smoke Chip 
Feed System 

Item No. 201009 

Grid Lifter 

Item No. 206000 
Two Bamboo Side 
Tables (only for models 
incl. cart) 
Item No. 201062-C 

   
 



06 SETUP // MONOLITH CLASSIC 

THE SETUP: 

 
Charcoal Basket with Divider Deflector Stone (halved) & Lift 

for Indirect Cooking 

 
Deflector Stone with Stainless Steel Grill Grate Setup for Pizza (optional accessory) 

and Extension Grid 



 

07 CONTENTS // MONOLITH JUNIOR 

 

STANDARD ACCESSORIES: 

Dual-Disc Fire Ring Fire Box Heat Protector 

Ventilation Cap Item No. 201052-J Item No. 201053-J Item No. 201054-J 
Item No. 201059-J 

Cast Iron Fire Grate Deflector Stone & Lift Stainless Steel Grill Extension Grid 

Art.-Nr. 201066-J Item No. 201024 Grate Item No. 201023 
Item No. 201060-J 

Bamboo Handle Cart (only for models Three Ceramic Feet Ash Hook 

Item No. 201064-J incl. cart) (only for models excl. cart) Item No. 201063 
Item No. 201027 Item No. 201056 

Smoke Chip Feed Thermometer One Bag Metal Fittings User Manual 

System Art.-Nr. 201057-J (only for models incl. cart) Item No. 20000-HB 
Item No. 201026 Item No. 201083-J 

 

 

 

 



 

 

08 SETUP // MONOLITH JUNIOR 

THE SETUP: 

Complete Setup with Stainless Steel Grill Grate Setup for Pizza (optional accessory) 

and Extension Grid 

 

Charcoal Basket (optional accessory) Deflector Stone & Lift for Indirect Cooking 



 

09 CONTENTS // MONOLITH LE CHEF 

 

STANDARD ACCESSORIES: 

Dual-Disc Fire Ring Fire Box Heat Protector 
Ventilation Cap Item No. 201052-L Item No. 201053-L Item No. 201054-L 
Item No. 201059-L 

Kohlerost aus Charcoal Basket Deflector Stone halved Stainless Steel Grill 
Gusseisen with Divider & Lift Grate 

Art.-Nr. 201066-L Item No. 201046-L Item No. 201033 Item No. 201060-L 

Second Level Stainless Extension Grid Cart (only for models Three Ceramic Feet 
Steel Grid (Set) Item No. 201038 incl. cart) (only for models excl. cart) 
Item No. 201032 Item No. 201040 Item No. 201056 

Ash Hook Smoke Chip Feed Grid Lifter Two Bamboo Side Tables 

Item No. 201063 System Item No. 206000 (only for models incl. cart) 
Item No. 201035 Item No. 201062-L 

Thermometer Bamboo Handle One Bag Metal Fittings User Manual 
Item No. 201057-L Item No. 201064-L (only for models incl. cart) Item No. 20000-HB 

Item No. 201083-L 

 

 

 

 

 



 

 

10 SETUP // MONOLITH LE CHEF 

THE SETUP: 

Complete Setup with Stainless Steel Grill Grate, Setup for Pizza (optional accessory) 

2nd Level Grid and Extension Grid 

 

Charcoal Basket with Divider Deflector Stone (halved) & 
Lift for Indirect Cooking 



11 ASSEMBLING THE MONOLITH INCL. CART 

 

 

A. Assemble the cart by placing the stainless steel caps 

on the top of the legs then screw the legs to the frame. 

To prevent scratches on the metal components, place a 

cloth or a piece of paper between frame and legs before 

turning. Turn each leg until the holes of the frame are 

aligned with the holes in the legs. For more user conven-

ience attach the legs with the lockable castors next to 

each other. 

B. Secure each leg with two screws (MONOLITH JUNIOR) 

or with four screws (MONOLITH CLASSIC /Le CHEF), then 

fasten all screws tightly. 

C. Make sure the castors are locked before placing the 

ceramic unit in the cart. 

CAUTION: Place the cart on a flat and stable surface. 
Keep in mind the heavy weight of the grill. Note that the 
grill can reach very high temperatures and should not be 
plac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combustible materials. 
The grill must not be operated in closed rooms. 

D. Lower the ceramic unit into the cart, making sure the 

opening (ash compartment) is between the legs with the 

lockable castors. We suggest carrying the Monolith by the 

brackets for the side tables. 

CAUTION: Due to the risk of breakage please exercise 
caution when handling the ceramic components. Avoid 
carrying the grill by the hinges or the bamboo handle, this 
can lead to damaging the grill! Due to the weight we 
recommend the unit be carried by two people. Be sure to 
wear gloves to prevent injuries. 

E. LE CHEF ONLY: Loosen the two capped nuts on the 

front of the metal bands, attach the handle to the bolt. 

Screw the capped nuts back on the studs and tighten with 

a wrench. 

F. Place the cast iron cap on the top opening of the 

ceramic unit. 

G. Put the fire box inside the MONOLITH; placing the cut 

away section towards the opening of the ash compart-

ment. Cleaning your MONOLITH is easy when the fire box 

and the ash compartment door opening are aligned 

correctly. 

H. Place the fire ring on top of the fire box, making sure 

the opening for the wood chips is directly behind the 

corresponding opening in the ceramic unit. 

I. Place the protector stone on the base of the unit. The 

protector stone prevents the base of the grill from over-

heating. 

J. First place the Cast Iron Fire Grate inside the Firebox 

and then the Charcoal Basket inside the Firebox, making 

sure that the opening for the Smoke Chip Feeder System 

is aligned with the opening in the Firering. 

K. Hook the side shelves in the corresponding mounts on 

the ceramic unit. Possibly having to adjust the distance by 

slightly bending the metal fittings. 

IMPORTANT: Before first use check that all the screws 
are safely and correctly tightened. The screws on the 
metal bands around the unit should be tightened regu-
larly. 



12 ASSEMBLING THE MONOLITH EXCL. CART 

 
A. Remove the three ceramic feet from the carton and 

place them in a triangular shape on the desired location 

(for example the MONOLITH table). Making sure that the 

spacing between the ceramic feet is equal and has the 

same diameter as the base of the ceramic unit. The flat 

sides of the ceramic feet should face inwards. 

CAUTION: Only place a flat and stable surface. Keep in 
mind the heavy weight of the grill. Note that the grill can 
reach very high temperatures and should not be plac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combustible materials. The grill 
must not be operated in closed rooms. 

B. Lower the ceramic unit on to the three ceramic feet. 

making sure the ash compartment opening is between the 

front two ceramic feet. Check that the ceramic feet are 

placed an equal distance apart and that the flat sides are 

facing inwards. We suggest carrying the Monolith by the 

hinges and the air vent opening. 

CAUTION: Due to the risk of breakage please exercise 
caution when handling the ceramic components. Avoid 
carrying the grill by the bamboo handle, this can lead to 
damaging the grill! Due to the weight we recommend the 
unit be carried by two people. Be sure to wear gloves to 
prevent injuries. 

C. LE CHEF ONLY: Loosen the two capped nuts on the 

front of the metal bands, attach the handle to the bolt. 

Screw the capped nuts back on the studs and tighten with 

a wrench. 

D. Place the cast iron cap on the top opening of the 

ceramic unit. 

E. Put the fire box inside the MONOLITH; placing the 

cut away section towards the opening of the ash compart-

ment. Cleaning your MONOLITH is easy when the fire box 

and the ash compartment door opening are aligned 

correctly. 

F. Place the fire ring on top of the fire box, making sure 

the opening for the wood chips is directly behind the 

corresponding opening in the ceramic unit. 

G. Place the cast iron charcoal grid on the fire box. The 

cast iron charcoal grid prevents the base of the ceramic 

unit from getting to hot. 

H. Place the protector stone on the base of the unit. The 

protector stone prevents the base of the grill from over-

heating. 

I. First place the Cast Iron Fire Grate inside the Firebox 

and then the Charcoal Basket inside the Firebox, making 

sure that the opening for the Smoke Chip Feeder System 

is aligned with the opening in the Firering. 

IMPORTANT: Before first use check that all the screws 
are safely and correctly tightened. The screws on the 
metal bands around the unit should be tightened regu-
larly. 



 

13 MONOLITH BBQ GURU EDITION OVERVIEW 

Cast Iron Dual-Disc Ventilation Cap for 

easy temperature and air flow control 

 

 

Thermometer 

Practical Bamboo 

Side Tables 

Unique Wood Chip Feed System 

Stainless Steel Air Vent 
and Ash Collector 

The Monolith is made 

of High Temperature 

Resistant Ceramics 

Control Mount Bracket 

Guru Temperature 

Control Fan Housing 

Sturdy Cart with 

Lockable Castors 



14 CONTROL MOUNT SETUP AND FAN SETUP 

 

CONTROL MOUNT SETUP 

Before using a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unit with the 

Monolith BBQ Guru Edition, the control mount must be 

attached to the grill. 

A. Align the Monolith control mount in front of the pre-

drilled hole on the left bamboo side table. 

B. Push the control mount screw through the 

predrilled hole on the left side table and fasten it tightly 

with the nut. 

C. On the back of the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unit, 

there are two metal hook pins. Align the pins to the Monolith 

control mount and push it through the pre-drilled holes. 

D. Slide the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unit down the 

control mount. This will lock and secure the device into 

place. 

FAN SETUP 

 

Important note: ALWAYS turn the fan housing OFF when 
cooking over 200 °C. This will prevent damage to 
the fan 

housing. The Fan position in this image indicates the fan is off 

 

 

Hook Pins 

Control 

Mount Bracket 

All Monolith BBQ Guru Editions are equipped with a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fan housing. This feature 

allows the user to control the amount of air flowing into 

the grill. 

Take the spiral fan cord that is included with the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unit. Fully insert one end of the spiral 

fan cord into the fan port located on the control. 

Take the other end of the spiral fan cord and fully insert it 

into the side of the fan housing. 

Important note: When using a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unit to maintain cooking temperatures (200 °C or 
below), turn the fan knob counterclockwise (left) to move it into 
the ON position. Move the fan knob clockwise (right) to turn it 
OFF. 
Important note: When the BBQ Guru temperature 
control unit is NOT in use, ALWAYS make sure the fan 
dial is turned to the OFF position. This will prevent heat 
from getting in and destroying the fan unit. 

 



15 IGNITING THE CHARCOAL 

 

 

A.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application use the 

Charcoal Basket. When using low temperatures and 

grilling for a long period of time, we recommend using 

the Cast Iron Fire Grate only. This enables you to fill up 

the Firebox with a larger amount of charcoal allowing for 

a longer burning duration and easy temperature control 

due to the reduced airflow. Fill to the top of the Firebox 

with charcoal. 

When using medium to high temperatures, we recommend 

using the Charcoal Basket. The extra airflow enables the 

charcoal to reach higher temperatures faster. Fill the 

Charcoal Basket up till the opening for the Smoke Chip 

feeder System. 

Ensure that there aren’t any small charcoal pieces at the 

bottom of firebox or charcoal basket, these can obstruct 

airflow. The charcoal baskets for the MONOLITH CLASSIC 

and MONOLITH LeCHEF can be divided, allowing you to 

use only have the area, hence creating direct and indirect 

grilling zones. 

CAUTION: Only use high quality, large lump charcoal. 
We recommend our MONOLITH charcoal. Note that the 
grill can reach very high temperatures and should not be 
plac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combustible materials. 
The grill must not be operated in closed rooms. Keep 
children and animals away from the hot grill. Please stay 
close to the grill during the process of heating up the 
charcoal, temperatures in excess of 450 °C can be 
reached very fast and may cause damage to the grill 
components. 

B. Form a hollow in the centre of the charcoal and light 

from the top. Please do not use chemical or liquid accel-

erants, as the fumes can be absorbed by the ceramic unit 

and may adversely affect the flavour and quality of the 

food. We recommend the LOOFTLIGHTER or chemical free 

fire accelerants. Close the lid and open the air vent and 

ventilation cap. Due to the chimney effect the charcoal 

heats up extremely fast (approx. 15 minutes). 

CAUTION: Do not use chemical or liquid fire accelerants. 

C. Once you reached the required temperature, adjusting 

the air vent and ventilation cap, leaving a gap of 

approximately 1–2 cm. 

CAUTION: The Grill and its metal components can get very 
hot, please wear gloves or use tongs when adjusting the air 
vents. 

By adjusting the air vent and ventilation cap you can 

regulate the required temperatures. Opening both vents 

will increase airflow and oxygen intake, making the char-

coal hotter and the temperature rise. By closing the vents 

you reverse the process. Due to the very good insulation 

of the heavy ceramics it will take some time to lower the 

temperature from the high temperature range. Therefor 

we suggest not letting the temperature rise too high if you 

are planning on using the MONOLITH in the low 

temperature range. 

D. Then place the appropriate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setup for the desired grilling method inside the grill. 

CAUTION: The Grill and its metal components can get very 
hot, please wear gloves or use tongs when placing the 
metal grids, pizza stone or deflector stone in the grill or 
when removing them. Do not place hot components on 
inflammable or sensitive surfaces. Please exercise caution 
when handling the hot components in order to avoid 
injuries. 

E. By closing both of the air vents, the embers will extin-

guish, this will take approximately 10 – 20 minutes. The 

remaining charcoal can be reused. After cooling down, 

simply lift the charcoal basket out of the MONOLITH by the 

handles, then shake off the ashes, or use the ash hook to 

remove the ashes within the ceramic fire box. Simply top up 

the remaining charcoal in the basket. 



16 SMOKING // CHIP-FEEDER-SYSTEM 

 
The unique system allows you to insert wood chips, chunks or pellets directly over the hot charcoal, without 

having to raise the lid! Together with our extensive range of hardwood smoke pellets you will turn your 

MONOLITH ceramic grill into a high quality smoker. 

 
Open the covering and push 

the chute inside the grill. 

Place smoke pellets / chips in 

the chute. 

Push the smoke pellets / chips inside directly 
over the charcoal, then close the covering. 

 



17 GRILLING METHODS 

 
The MONOLITH is multifunctional, giving you flexibility and freedom to 

create different cooking styles. 

 

1. Direct grilling 2. Indirect grilling 3. Pizza and Bread 

Grill like a pro directly over hot 

coals on the included Stainless 

Steel Grid or the optional cast iron 

grill grate. High heat directly from 

the coals gives your food those 

desired sear marks and true 

authentic barbecue flavour. 

Now see all the real advantages 

of having a MONOLITH over any 

other piece of cooking equip-

ment. By placing the Deflector 

Stone over the hot coals you 

shield the direct heat away from 

your food creating a perfectly 

controllable convection oven. 

Roast, bake or braise anything 

from whole fish and roasting 

joints to cakes and casseroles. 

With a MONOLITH there is no need 

to invest in a separate pizza oven, 

now you can easily make authentic 

Italian thin crust pizzas or even 

American deep pan pizzas to 

impress your friends and family. 

With MONOLITH you can easily 

raise the temperatures to 400°C 

and cook the perfect pizza in 

minutes. This setup is also perfect 

for flat breads. 



18 CARE AND MAINTENANCE 

 
MONOLITH products are manufactured from high quality 

materials, hence requires very little maintenance. For ideal 

protection from weather and other influences, we 

recommend using our MONOLITH covers, available at all 

MONOLITH retailers. 

Using for the first time 

The MONOLITH can be used directly after assembly and 

does not require any further treatment. The Cast Iron Fire 

Grate is covered in a protective coating to safe guard it 

against corrosion. This protective coating will burn off 

during initial use. Please wait until any odour clears before 

placing food on to the grill. 

Cleaning the MONOLITH 
Only clean the exterior of the MONOLITH, cart and side 

tables with water and mild cleaning agent. NEVER use 

water to clean the inside of your MONOLITH. The interior 

can be cleaned by using high temperatures. Remove all 

stainless steel components before commencing. By 

completely opening both vents (make sure there is enough 

charcoal in the firebox) raise the temperature to 450°C and 

leave for 10 minutes. The heat will burn off all organic 

residue. 

WARNING: Do not exceed 500 °C, this could damage 
the gasket or individual components within the 
MONOLITH. After the MONOLITH has cooled down, 

remove the ashes from the ceramic components with 

a soft brush. 

The grids can be cleaning with a metal grill brush. The 

Cast Iron Grid and Fire Grate can be cleaned with a metal 

brush and thinly coated with vegetable oil to protect 

against rust. 

ATTENTION: Gradually, the light coloured ceramic of the 
interior will darken. This is a normal process and is 
caused through combustion, smoke and grease. 

Ashes 

After cooling down, simply lift up the charcoal basket out 

of the MONOLITH by the handles, then shake off the 

ashes, or use the ash hook to remove the ashes within 

the ceramic fire box, if required remove the Cast Iron Fire 

Grate before cleaning. You can use the ash hook to 

scrape out the ashes in the ash compartment. We sug-

gest, occasionally, removing all components out of the 

unit and brushing them and the inside walls with a soft 

brush. 

Cleaning the Grill Grates 
Clean the grates whilst still hot with a metal grill brush, 

removing all larger organic materials. The grill grates are 

made of stainless steel and are dishwasher safe. Only use 

mild cleaning detergents. The exposure to high tem-

peratures can cause discolouration of the steel. 

Cleaning the pizza and deflector stone 

The pizza stone and deflector stone are both made of 

open-pored cordierite ceramic, therefore liquids and 

fats can soak or burn into the surface, which can lead 

to permanent discolouration of the material. The dis-

colouration is harmless and does not constitute defects. 

To remove larger organic materials, simply scrape the 

surface with a spatula or grill brush. The deflector stone 

may be wrapped in aluminium foil to protect from 

dripping fat. 

Mould & Mildew 

If your MONOLITH hasn’t been used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moisture can get trapped inside the grill. 

Mould or mildew can start to develop on left over organic 

materials on the grill grate or on the internal ceramic 

components. Scrape away the mould or mildew with a 

spatula or grill brush, burn away the rest by raising the 

temperature to 450°C and leave for 10 minutes. The 

heat will burn off all the remaining mould & mildew res-

idue. 

If you plan not to use your MONOLITH for a longer period 

of time, remove the charcoal as it will draw even more 

moisture into the grill. 

For ideal protection from the weather, we recommend 

using our MONOLITH covers. Open both the air vent and 

ventilation cap before placing the cover over the 

MONOLITH, enabling for the air to circulate within the Grill 

and allowing moisture to escape. 

Metal Bands 

The metal bands should be checked regularly and 

tightened if necessary. 

Gasket & Replacement Sets 

The gasket material is subject to wear and must be 

regularly replac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grill use. 

Avoid damaging the gasket with metal brushes or too high 

temperatures (in excess of 500 °C). To replace the gasket 

carefully remove the old gasket with a spatula, please be 

carefully as not to damage the ceramic glaze. Any glue 

residue can be removed with sandpaper. The gasket 

replacement band is self-adhesive. Start at the back of the 

grill working your way around, making sure the gasket 

doesn’t protrude inside the g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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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for the MONOLITH 
Always choose a hard and level surface. Take the weight 

of the MONOILTH into consideration. Do not place the 

MONOLITH directly on or in vicinity of combustible mate-

rials. Remember sparks and the hot exhaust air are also 

potential fire hazards, therefore do not place under a low 

patio-roof or canopy. Do not use the MONOLITH indoors. 

Always place it outdoors with adequate air circulation. 

Opening and closing the lid 

The ceramic lid is held in an open position by means of 

tension springs. Do not underestimate the heavy weight of 

the lid. Never let the lid drop when closing, make sure that 

no body parts or grill tools are between the unit base and 

lid. By simply releasing the handle, both the lid and/ or 

base can be damaged through the weight and force of the 

lid. Replace damaged springs immediately. 

Moving the MONOLITH 
Do not attempt to move the MONOLITH unless it is 

cool and does not contain any hot charcoal. When 

moving, place both hands on the cart and pull the grill 

behind you. Do not push it! The cart is not designed 

to roll over uneven surfaces such as lawn, sand or 

gravel. For uneven terrain we recommend out 

MONOLITH Buggy. 

Children and Pets 

When using the MONOLITH, do not leave children and pets 

unattended close to the grill. 

Indoor use 

Due to smoke emissions we recommend not using the 

MONOLITH indoors. Always place it outdoors with ade-

quate air circulation. 

Local ordinance & regulations 

Observe the local ordinance and regulations before using 

the grill. 

Cast iron ventilation cap 
Please restrain from looking inside the cast iron ventila-

tion cap. Sparks and the hot exhaust air can cause 

injury. 

Placing/removing Components 
The grill and its metal components can get very hot, 

please wear gloves or use tongs when placing the metal 

grids, pizza stone or deflector stone in the grill or when 

removing them. Do not place hot components on inflam-

mable or sensitive surfaces. Please exercise caution when 

handling the hot components in order to avoid injuries. Do 

not try to remove the firebox or charcoal basket when 

filled with hot coals. 

Lifting the grid 

Use the grid lifter when raising the hot grid. Please where 

wear gloves to avoid burn injuries. 

Risk of Burn Injuries 
Due to the very good insulation of the heavy ceramics, 

there is minimal risk of burn injuries when touching the 

outside walls of the MONOLITH. We still recommend using 

precaution and keeping children and pets away from the 

grill whilst in use. 

Fire Danger 

Do not leave the grill unattended. Sparks and the hot 

exhaust air can cause inflammable objects in the vicinity to 

ignite. 

Backdrafts 

Once lit, the MONOLITH lid should always be opened 

slowly and with extra caution to prevent dangerous flare 

ups or backdrafts. By only opening the lid about 4-5 cm, 

oxygen can slowly fill the MONOLITH, this helps avoid a 

backdraft. Should you have a backdraft, immediately close 

the lid and both air vents. It is always advisable to wear 

heat resistant gloves, and not to stand directly in front of 

the grill. 

Lighters 

Never use any fluid or chemical accelerants, never use 

petrol or spirit! Chemical or liquid accelerants, can be 

absorbed by the ceramic unit and may adversely affect the 

flavour and quality of the food. 

Extinguishing the charcoal 
By closing both of the air vents, the embers will extinguish, 

this will take approximately 10 – 20 minutes. Never use 

water to extinguish the char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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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ranty is based on normal and reasonable residential use. The 

MONOLITH GRILL carries a warranty for materials and workmanship 

on all grills and components, manufactured after 01.01.2009, as 

explained below: 

1. The MONOLITH carries a 10 year warranty on all outer ceramic 

components And a 2 year warranty on all metal and inner ceramic 

components. The warranty is non-transferable, hence valid for as 

long as the original purchaser owns the MONOLITH. Warranty 

coverage begins upon purchase from an authorized retailer. The 

original purchase receipt must accompany all warranty claims. 

2. Within the warranty all original MONOLITH components that are 

found to have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will be replaced 

or repaired. Fulfilment of warranty acts does neither cause a prolon-

gation of the warranty period, nor does it initiate a new warranty 

period. Ownership of replaced parts reverts to MONOLITH. 

3. The warranty is only valid for the original purchaser as follows: 

Warranty coverage begins upon purchase from an authorized 

retailer only. The warranty is non-transferable and cannot be 

prolonged through any of our retailers or partners. 

The assembly and installation of the grill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user manual, and in accordance with all regional and national 

building and fire safety codes. 

Fine cracks in the exterior glaze, so-called Craquelure, can occur during 

the firing process caused by different expansion coefficients of the glaze 

and ceramic material. This is inevitable and even desirable, making the 

ceramic more robust to temperature changes. Craquelure is not a 

quality defect. Should however, parts of the ceramic break or chip,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Due to the high temperature fluctuations within the grill the fire box 

and the fire ring could crack. The expansion joints in these compo-

nents usually prevent such cracking. Should any fine cracks appear, 

these are merely an optical defect and generally do not expand any 

further. Further use of these components is safe, the functionality of 

the grill is not affected. Should however, these components break,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Stainless steel components, such as grill grids, are subject to discol-

ouration through exposure to high temperatures. Furthermore,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stainless steel components may rust. Warranty 

coverage does not extend to any dents, scratches, chips, fading, 

oxidation, rust or corrosion resulting in the improper use of chemical 

cleaners or heat exposure, unless resulting in a loss of structural or 

functional integrity. 

The warranty is based on normal and reasonable use and maintenance 

of the MONOLITH. The warranty does not apply to any damage or 

breakage caused by improper use. Any unauthorized modifications or 

alterations to the MONOLITH will void the warranty. 

4. Warranty claims outside of Germany must be made through an 

authorized retailer or distributor within the original country of pur-

chase. For MONOLITH grills, which have been purchased from an 

authorized dealer in one EU country and taken to another EU 

country, services are provided in context of the terms of warranty 

valid for the latter. 

5. Warranty does not apply to any losses or accidental damage or 

breakage from dropping, or for any damage incurred through; improp-

er assembly, support or use; improper storage, transportation; lack of 

maintenance or through negligence. Warranty coverage does not 

extend to storm damage such as hail storms, floods or natural disas-

ters, fading through the exposure to chemicals or minor cosmetic 

cracks of the exterior glaze that do not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MONOLITH. 

6. All further claims, including, in particular, claims for damages, 

are herewith excluded 

Osnabrück, March 2018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warranty claims, ideas, 

praise or critique please contact us: 

 

MONOLITH GRILL GmbH 

Giesbert-Bergerhoff-Str. 56 · D-49076 Osnabrück 

phone +49 541 2019 640 · info@monolith-grill.de 

mailto:info@monolith-gri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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