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Jeonyul
,
Preparing for your comeback is tiring right?
Then it’s lucky that you have in your hands, the second support package from the Stellar
Support Project!
We told you that we had another package coming didn’t we? :)
This time we have gift cards for you for a massage at... Premier Spa!
http://premierspa.co.kr/
Please use these to destress and be relaxed for your comeback.
When the time is the busiest, it is also all the more important to look after yourself and your
health.
We (International Twinkles) thought about how best we can help Stellar in preparations for the
comeback, and we decided that if Stellar is well rested, and well relaxed, then you will be able to
do your best!
So please enjoy your massage together with the other members, and spend some time to
destress~
Finally, I must confess  actually, what we were planning to send you this time was going to be
something different  but since you are busy in comeback preparations, it won’t be able to
happen until after your comeback. It should be a lot of fun though! Can you guess what it could
be? :)
We’ll be back again soon.
For now, stay well~ 
❤
Written by Dengke /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the Twinkles of the Stellar Support Project.
Please continue reading below for more messages from fans! :) For even more fan messages,
remember to check back on 
www.ideafan.co/ssp
❤
전율
양에게 사랑을 보내는 팬들이에요 ❤
[List of contributors goes here]

전율
양에게,
컴백 준비하느라 피곤하죠?
그렇다면 
전율
양의 손안에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에서 보낸 두 번째 응원 소포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희가 
전율
양을 위해 소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번에는 저희가 
전율
양을 위해서… 프리미어 스파의 마사지 기프트 카드들을 준비했어요!
http://premierspa.co.kr/
스트레스를 풀고 컴백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하세요.
가장 바쁠 때 
전율
양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희(해외 트윙클들)가 어떻게 하면 스텔라 컴백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스텔라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쉰다면 컴백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랑 마사지를 같이 받으면서 즐기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다른 걸 보내려고 준비했었는데  
전율
양이
컴백 준비로 바빠서 컴백 끝나기 전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어떤
것인지 맞출 수 있겠어요? :)
저희는 곧 다시 돌아올게요.
잘 지내고 있어요~ 
❤
뎅키 / 스텔라 트윙클즈가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트윙클들을 대신해서 작성했습니다.
팬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려면 계속 읽어주세요! :) 더 많은 팬 메시지들을 보려면
www.ideafan.co/ssp
에서 확인하는 거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