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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곁에는
성전건축의 든든한 협력자

이 있었습니다.‘히람왕’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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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히람씨엠을 검색하세요. 검색

www.hiramc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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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전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전문회사

(주)히람씨엠입니다.

경영목표 & Vision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교회 건축 협력자”

지향목표
핵심가치인재 서비스

시스템

이 3요소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미래입니다.

교회 건축현장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함으로써 빠르고 치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우선원칙

고객
우선원칙

고객이 원하는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 단계 시

협의를 통한 만족도를

우선으로 한다.

경영원칙

경영이념섬기는 CM 정직한 CM

책임을 다하는  CM

지향목표
Objectives

핵심가치
Core Values

최상의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신앙의 믿음속에서 창의력과 수행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리더

핵심가치

인재와 기술을 중시하는 회사 지속적인 변화와 효율을 추구하는 시스템
개발/도입

시스템 (기술)

안정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추구 인재와 시스템을 이용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실현

서비스

Progressive



About HIRAM Portfolio HIRAM

* 현재 CM용역 진행중인 교회

교회건축

CM(건설사업관리)이

왜 중요할까?

CM은 선택이 아니라

입니다.필수

안녕하십니까?

㈜히람씨엠의 대표이사 김철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회사 ㈜히람CM의 히람은 구약시대 두로와 시돈 땅의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성전건축을 사람과 자재 및 기술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준 아주 좋은 협력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히람왕의 좋은 정신과 그 역할을 이어받아

현대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방법들을

제시하여 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전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 하고 나서의 관리까지 체계적인

멘토링을 통하여 성전건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 건축 씨엠 및 감리, 리모델링에 관한 모든 것!

이제 저희 히람씨엠에게 맡겨주시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심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빛교회

부평제일성결교회

아현성결교회

발음교회

세곡교회

아현중앙감리교회

대명교회

부평교회

대전중앙교회

가음정교회 가음정교회 교육관

전농감리교회 주품교회

Your Best Partner
For Successful Projects!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처소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곳이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인데 성전건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갈

등과 분열에 휩싸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주체인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건축

을 감당하기에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선장과 선원 없이 크루즈

호 (초대형 관광배) 를 바다에 띄우는 형상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리스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건축 사업은 모든 리

스크와 클레임 즉, 공기의 지연과 사업비 낭비, 품질저하, 시공사 분쟁등을 

철저히 선행관리 함으로써 성공적인 교회건축의 대업을 차질 없이 이루어

야 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교회 발주자를 대행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CM 

업무이며 CM의 필요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