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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Support Project Letter #1
민희 양에게,

To Minhee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희(해외 트윙클)는 민희 양의 컴백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길
바라고 있답니다! “언제쯤이면 민희 양의 밝은 웃음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걸까?” 하면서 그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
저희는 해외 트윙클이라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스텔라를 응원하고 싶어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요, 스텔라 멤버들이 열심히 컴백을 준비하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과 동시에 스텔라가 해외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저희가 민희 양에게 응원 소포를 보낼 거에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스타벅스 카드에요! 민희 양이 피곤할 때마다 앉아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해봤어요.
민희 양이 늦은 밤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준비한 거니까, 이제 더 자주 마시러
가도 돼요. 어쩌면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민희 양이 커피 마신다고 밤새우면서
자주 게임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하.
잘 있고, 몸조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민희 양에게는 민희 양을 응원하는 해외 팬들이 있다는 것과 저희가 민희 양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
민희 양을 아끼는 전 세계의 트윙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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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저희가 스텔라 멤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다들 정말 좋아할
거에요… 그러니까 다음 소포를 기대해주세요! :)
편지는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트윙클을 대신해서 Stellar Twinkles(스텔라 트윙클즈)가
썼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모든 팬은 
www.ideafan.co/ssp
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 민희 양에게 사랑을 보내는 팬들이에요 ❤
Michael Künzli, Aleyda Gonzalez, Roman Nikolaiev, Trent Cunningham, 恋恋夕阳, Dengke /
Stellar Twinkles, Chris David, Tiffany Nakano, Joel Francis (J’el), Eduardo P., 가영효은미니율,
Carlos Mora, Mark L, Devon Smith, 那一抺回眸, Chris “SacredCultivator” La, 如來化鬼, 恋碟天
使, The Finn, Dorothy Rose L. Silaya, SuperShark, Marius Mitea, jackycheng002, death, 匹諾曹
2002, 图們, Tiphaine, Bioooze, 茜茜, 波纹, Robey, 唯恋, 湘初, 楉吴, Alexandria White, Alexis
Morgan, 绵绵.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팬들이 많으므로 시간 날 때 한 번씩 후원자 페이지를
둘러보면서 팬들이 민희 양에게 새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길 바라요 :)
www.ideafan.co/s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