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자체공개교육

▪ 교육기관파견교육

▪ 위탁교육

▪ E - Learning

컨설팅
▪ 교육컨설팅

▪ PMO 컨설팅

솔루션
▪ MS Project, MS Visio

▪ 자체 PMS 개발

출판
▪ 전문서적출판

▪ 외부전문가출판지원

JSCampus
프로젝트전문교육기관제이에스캠퍼스 www.jscampus.co.kr
프로젝트전문커뮤니티이피엠포럼 www.epmforum.com
프로젝트전문컨설팅펌프로젝쿠스 www.proje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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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http://www.jscampus.co.kr/
http://www.epmforum/com
http://www.projecus.com/


연혁 및 수주실적

JS Contents 설립

한국 디지털대학교 온라인 프로젝트 관리 교육 컨텐츠 납품 개시

삼성SDS 멀티캠퍼스 온라인 PM 교육 컨텐츠 납품 계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KPC) PM 교육 컨텐츠납품 및 파트너쉽 계약 체결

Microsoft Certified Gold Partner 선정 (~현재)

대표이사 Microsoft Project MVP 수상 (~현재)

한국 Microsoft EPM 교육/컨설팅 파트너십 체결

제이에스캠퍼스 설립

한국생산성본부(KPC)프로젝트 관리 온라인 교육 계약체결

MS Office Project 제품군 및 EPM 솔루션 판매 개시

제이에스캠퍼스 기업부설연구소(프로젝트 R&D Center)설립(2008. 1. 2)

한국능률협회(KMA) 프로젝트 온라인 교육 계약체결

삼성전자 솔루션사업팀 PM 교육체계 수립 컨설팅 수행

크레듀(Credu) PM 온라인 교육계약 체결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PMS 시스템 교육컨설팅 수주 및 수행

미국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R.E.P기관 공식 인증획득

※ R.E.P (Registered Education Provider) : 프로젝트 관리 전문교육기관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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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수주실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7

[세미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상기술 개최

[교육과정] Eclipse스킬업 과정 개발 완료 및서비스개시

[교육과정]발주사업관리 과정 개발완료 및 서비스 개시

[교육과정] Microsoft Project심화과정 개발 완료 및서비스 개시

[교육과정] PM 보수교육 과정 개발 완료및 서비스 개시

[세미나]크리티컬 싱킹 개최

STA건설팅 교육파트너쉽 체결(소프트웨어 공학아카데미)

국내 CPRE자격시험 실시기관 공식지정

SB컨설팅교육 파트너쉽 체결 (BIZ아카데미)

[교육과정 ]안드로이드개발 완료

LGCNS안드로이드 교육과정 수주
아모레 퍼시픽 ,한국가스공사, 한국후지제록스,
한전KPS PM교육과정 수주
[세미나]요구공학의 이론과 실제 개최
SK C&C리더십 교육과정 수주

삼성SDI프로젝트 교육과정 수주
휴맥스 PM교육과정수주
한국가스공사, 아모레퍼시픽 수주
[중소기업핵심직무] 프로젝트 관리 실무, 일정관리 실무운영
(서울지역 7차수, 대전지역 2차수, 부산지역 2차수진행)

삼성전자 Sales Project Management 2차수교육과정 수주
한국가스공사 PMP교육 2차수, 아모레퍼시픽 PM교육 2차수,한국투자공사 PM교육 2차수
SK하이닉스 프로젝트시뮬레이션 10차수,알리안츠생명 PMP교육, GS건설 PM리더십 2차수
삼양데이타 PM양성 2차수, 이노션 PM리더십,대구은행 PMP교육,철도협회 해외PM양성,
삼성금융그룹 PM리더십, 현대N&S PM양성 2차수, 교보정보통신 PM양성,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한전KPS
MS Project교육, GS건설 PM교육컨설팅, KTDS, SK 네트웍 서비스외 다수 PM 과정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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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및 인증

파트너사 Biz Partners

주요인증 Certification

주요고객사 Clients

제이에스캠퍼스는미국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R.E.P 공식인증기관입니다.

※ R.E.P (Registered Education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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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컨텐츠

출판도서 Book

컨텐츠사이트 Web site

PM 교육과정(www.jscampus.co.kr)          프로젝트 컨설팅(www.projecus.com) PM교육자료제공(www.epmforum.com)                   

프로젝트관리실무 5판 PMP Master Core 5판 PMP 실전문제 1500 5판 쉽게 배우는 MS Proje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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