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ing Basics

Storytellers Club Arts & Craf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https://cidainfo.com/community-center-classes

Digital Art and Design

Learn basic cooking skills with
simple and delicious recipes!

Explore different kitchen tools,
cultural foods, cooking methods,

and general tips and tricks.

First Session: Feb 27th
Mondays, 10:00am-11:45am

$100 per session

Calling all creatives - this course
will provide you with the basic
skills needed to create digital

designs or illustrations!
No prior experience necessary.

First Session: March 7th
Tuesdays, 10:00am-11:30am

$100 per session

Join our weekly creative workshop
where members can share their

writing with one another. All
genres will be accepted, including

poetry, fiction, journaling,
nonfiction, drama, etc.

First Session: Feb 27th
Mondays, 1:00pm-2:30pm

$100 per session

Socialize while enjoying arts
and crafts alongside guest

artists each week. Activities will
explore a variety of artistic

mediums and help to develop
foundational skills.

Enrollment on rolling basis
Wednesdays, 10:00am-11:45am

$100 per session

* All classes are open to the public. We accommodate people with disabilities.

* Senior/Income Scale Discounts are Available

Materials included in fee Material needed: personal laptop

Please note: This is not an academic course Materials included in fee

https://cidainfo.com/step-forward


基础厨艺课程

作品分享活动 艺术和⼿⼯课程

想了解更多信息，请浏览以下⽹站:
https://cidainfo.com/community-center-classes

数字艺术和设计课程
通过简单⽽美味的⻝谱学习基本烹
饪技巧！探索不同的厨房⼯具，⽂
化⻝品，烹饪⽅法，和⼀般厨艺⽅

法和技巧。

第⼀次活动：2⽉27⽇
每个周⼀，上午10:00-11:45

每次活动$100

召集所有创意⼈⼠加⼊ - 本课程将
为学员们提供创作数字设计或插图

所需的基础技能！
学员们不需要有相关经验。

第⼀次课程：3⽉7⽇
每周⼆，上午10:00-11:30

每次课程$100

欢迎加⼊每周⼀次的作品分享活
动，成员们可以互相分享⾃⼰创作

的作品。作品接受各种类型的题
材，包括：诗歌，⼩说，⽇记，

⾮⼩说，戏剧，等等。

第⼀次分享会：2⽉27⽇
每个周⼀，下午1:00-2:30

每次活动费⽤是$100

在每周的课程中，学员们将与客
座艺术家⼀起享受艺术和⼿⼯艺
作品并进⾏互动。活动将探索各
种艺术媒介，并帮助学员们培养

基础艺术技能。

可随时加⼊
每个周三，上午10:00-11:45

每次活动费⽤$100 

* 所有课程都向公众开放。我们为特殊⼈群提供特殊照顾
** 为年⻓者/按照收⼊等级给予折扣

费⽤包含活动中的所需材料 所需材料: 个⼈⼿提电脑

请注意：这不是学业课程 费⽤包括活动中的所有材料

CIDA 社区中心活动项目
STEP Forward with CIDA

2023年春季课程，向公众开放



Cooking Basics

Storytellers Club Arts & Crafts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cidainfo.com/ko/community-center-classes/

Digital Art and Design
간단한 요리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칼과 다른 주방 도구를 대하는 방법과
재료준비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매주, 다양한 문화의 음식, 요리 방법, 그리고 일반
적인 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세션: 2월 27일
월요일, 10:00am-11:45am

각 세션 당 $100
 

모든 창작자들을 환영합니다! 이 세션은 디지털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제공합니다. 모양, 선, 색상과 같은 디
자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새로
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예술과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것 입니다.

첫번째 세션: 3월 7일
화요일, 10:00am-11:30am

각 세션 당 $100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글을 쓰거나, 취미, 혹은 상상력을 사용하
여 글을 쓰거나, 저희 Storytellers Club에는

무엇이든 열려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
발하여 자신의 글쓰기나 스토리텔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팁을 배울 것입니다.

첫번째 세션: 2월 27일
월요일, 1:00pm-2:30pm

각 세션 당 $100

함께 예술과 공예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이야
기하고 교류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다양한 미술활동과 스킬을 기반으로
한 기초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가자들은 기본 드로잉, 아크릴과 수채화, 콜
라주, 도자기 만들기, 종이 예술 등 여러가지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수시 등록
수요일, 10:00am-11:45am

각 세션 당 $100

  * 본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 

** 노인/소득에  따라  할인  가능합니다 . 

*아카데믹 세션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CIDA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STEP FORWARD with CIDA

봄 2023 부터 수강신청 받습니다

*재료는 수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수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합니다

https://cidainfo.com/ko/community-center-cl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