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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Support Project Letter #2
To Hyoeun
효은 양에게,
컴백 준비하느라 피곤하죠?
그렇다면 효은 양의 손안에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에서 보낸 두 번째 응원 소포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희가 효은 양을 위해 소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번에는 저희가 효은 양을 위해서… 프리미어 스파의 마사지 기프트 카드들을 준비했어요!
http://premierspa.co.kr/
스트레스를 풀고 컴백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하세요.
가장 바쁠 때 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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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다른 걸 보내려고 준비했었는데  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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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효은 양에게 사랑을 보내는 팬들이에요 ❤
Aleyda Gonzalez, Michael Künzli, Roman Nikolaiev, Trent Cunningham, EllisDavid T., Cory L.,
恋恋夕阳, Dengke / Stellar Twinkles, Chris David, Tiffany Nakano, Joel Francis (J’el), Eduardo
P., 가영효은미니율, Alex Aw, Carlos Mora, Mark L, Devon Smith, 那一抺回眸, Bioooze, Chris
“SacredCultivator” La, 如來化鬼, 恋碟天使, The Finn, Dorothy Rose L. Silaya, SuperShark,
Marius Mitea, 刺向天空的利剑_Jason, jackycheng002, 大明文忠公, 匹諾曹2002, 图們, Tiphaine
Merck, Phillip C., Alexandria White, 贺茜, 波纹, Robey, 任慧颖, Alessia Gagliardi, 湘初, 楉吴,
Alexis Morgan, 绵绵, Stella M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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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yda Gonzalez (알레이다 곤살레스):

I hope you will be able to use this gift to take this
time for yourselves and revitalize your strength .
While we Twinkles appreciate all your hard work,
please remember to rest well and not overwork
yourselves too much. I will always wish for a happy
and healthy Stellar. Fighting!
 Aleyda Gonzalez
~~~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기운을 차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트윙클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맙지만, 충분히 쉬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라요. 전 스텔라가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해요. 파이팅!”
알레이다 곤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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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ünzli (마이클 쿤즐리):
I wanted to thank you for giving more
attention to us international fans and
hope you will have a great time with our
gift cards.
~~~
저희 해외 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여러분이 저희가 보낸 기프트 카드들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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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ke / Stellar Twinkles (뎅키 / 스텔라
트윙클즈):
The trend may be that performances are
declining, but the trend on the international
stage is that Kpop is growing (Kpop fans are
doubling each year  have a look at the
statistics from Korea Foundation). So keep
going at it with everything you’ve got. You’ve
got this!
 Dengke / Stellar Twinkles

~~~
무대 퍼포먼스가 줄어드는 추세일지 몰라도 케이팝 해외 무대는 증가하는 추세에요 (케이팝
팬들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를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고 계속 나아갔으면 해요. 여러분은 잘할 거예요!
뎅키 / 스텔라 트윙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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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ooze:
Hi Stellar members,
Have been enjoying your behind the scenes
videos. Love it that you can be a little corny
(cheesy) and then laugh about it. Have you
ever watched any old episodes of “The Red
Skelton Show? He was one of the most
popular comedians in the USA about, haha,
60 years ago.
Just got done watching the last minute of
“Fool” MV about 10 times. So beautiful, I love
it, the look and the sound.
Bioooze

~~~
안녕하세요 스텔라 멤버 여러분,
여러분의 비하인드 영상들을 즐겨보고 있어요. 약간 오글거리는 걸 해도 여러분이 그 뒤에 바로
웃어넘길 수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나온 “더 레드 스켈튼 쇼”
에피소드들을 본 적 있나요? 그 남자분은 미국에서 60년 전에 제일 유명했던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하하.
전 지금 막 “멍청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1분을 거의 10번 정도 돌려봤어요. 정말 아름답고
노래와 의상도 맘에 들어요.
Bioooze

7

Chris “SacredCultivator” La (크리스
“SacredCultivator” 라):
Hello Stellar,
You deserve some relaxation from all your
activities.
I hope this massage allows for you young
ladies to just momentarily forget about all
the negativies and to destress yourselves.

I'm happy to have seen your recent shoot at Ocean World and want to compliment on just how
gorgeous you ladies are!
Hope you all continue to stay both healthy and strong. Always remember that you've got
supporters loving you in all your efforts! Fighting!
Chris "SacredCultivator" La
~~~
안녕하세요 스텔라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활동을 떠나서 휴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해요.
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잠시나마 부정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최근에 오션월드에서 촬영한 걸 보게 돼서 행복하고 다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속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걸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줘요.
크리스 “SacredCultivator”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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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向天空的利剑 (츠 시앙 티엔 콩 떠 리 지엔):
亲爱的
효은
：
这个汉语版的问候是特别给你准备的，考考你能不能看懂^_^，我们
中国的Twinkle都希望能早点和你们用中文直接交流！
在组合中我最喜欢你了(不要告诉你的组员哦^_~)这是中文的悄悄话
，韩语问候里没有的感觉Stellar最近的在中国的活动非常多呢，发
展的越来越好了，加油哦！衷心祝愿你们在七月的回归中获得成功
，加油！
下面的内容和韩语版的问候是一样的
亲爱的Stellar:
我是中国的粉丝翻译之一，中国的很多粉丝都被佳英的高贵气质打
动（我认为佳英十分优雅和富有吸引力，而且总是为他人考虑）。
中国粉丝认为孝恩有无敌的魅力，尤其是在用可爱的婴儿脸撒娇的
时候（我非常喜欢孝恩美丽的嗓音）。我们喜欢敏希的活泼坦率和
甜美的笑容，因为敏希有一双天生的笑眼（我觉得敏希也有很可怕的力气⊙
﹏⊙
!），庾理（中国更多的人叫
她侑莉）的活力和性感也有不少人喜欢（实际上我认为庾理也有可爱搞笑的一面）。
祝你们健康快乐，希望这次准备的礼物能够给你们放松休息一下，好好享受吧。
希望막내能快点好起来，并再次在舞台上表演↖
(^ω^)↗
你们忠实的粉丝，
刺向天空的利剑
~~~

스텔라 여러분:
저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트윙클분들의 번역가 중 한 명으로 그분들이 해외 팬들과 연락을 할 때 도와드리고
있어요. 많은 중국 트윙클분들은 가영 양의 고결한 기질과 상냥한 행동에 감동해요. (제 생각엔 가영 양은
정말 기품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면서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효은 양은 사랑스러운 얼굴로 귀엽게 행동할 때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전 효은
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정말 사랑해요). 저희 모두는 민희 양을 사랑한답니다. 민희 양은 엄청 솔직하고
활발한 것 같아요. 민희 양의 특별한 눈은 민희 양의 달콤한 특유의 웃음을 완성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민희 양은 힘도 엄청 센 것 같아요⊙
﹏⊙
!). 많은 트윙클 분들이 전율 양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전율
양은 정말 활기 넘치고 섹시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엔 전율 양은 가끔 정말 귀엽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빌어요. 이 선물로 여러분이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길 바라요!
막내가 빨리 회복하고 다시 무대 위에서 춤출 수 있길 빌어요↖
(^ω^)↗
추신: 괄호 안의 내용은 제 생각을 적은 거예요. 그 외의 내용은 다른 분들이 저희가 만든 중국 트윙클 채팅
그룹 안에서 얘기한 거고요.
츠 시앙 티엔 콩 떠 리 지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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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haine Merck (티파니 멀크):
Hello Stellar!
My name is Tiphaine (티팬) and I'm from France. I'm your fan
since more than 2 years now! A little bit before <Marionette>
came out. I really love your songs and I always do my best to
make people know more about you and listen to your songs,
because they are awesome!
I have been doing my best to support you on Makestar first
project, as well as Mwave Meet&Greet for <Sting> (I was the #1
top supporter), and currently supporting you with Makestar
second project. I also created a french fanbase "Stellar France"
in order to spread the love and help people know more about
you, have translations, last updates, etc. I hope I will be able to
gather a lot of fans or curious people, and turn them into
Twinkles ^^
I really hope you enjoyed the Starbucks card and ate and drink a lot of delicious things. I also hope you
will enjoy this relaxing time at the spa! It's always better to relax when you work hard on your next
comeback, right~? Please enjoy every seconds at the spa, and gather a lot of strength from all of us for
your comeback preparations! We, Twinkles, can't wait~
I love you all~ I will forever be by your side.
 Tiphaine, Twinkle from France

~~~
안녕하세요 스텔라 여러분!
제 이름은 티팬이고 프랑스에 살아요. 저는 여러분의 팬이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마리오네트>가 나오기
조금 전에 팬이 됐거든요. 여러분의 노래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들이 좋으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메이크스타 첫 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찔려> 때 엠웨이브
밋앤그릿 (제가 탑 서포터 1위였어요) 도 참여했고 지금 현재는 메이크스타 두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을 응원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알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프랑스 팬층인 “스텔라 프랑스”를 만들어서 번역이랑 최근 소식들 등등을 올리고 있어요. 제 바람은 더 많은
팬 또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트윙클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
스타벅스 카드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면서 즐겼길 바라요. 또 이번에는
스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다음 컴백 준비로 바쁠 때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스파에서 보내는 매 순간을 즐겁게 보내길 바라고 여러분의 컴백 준비를 위해 저희한테서 많은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저희 트윙클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전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트윙클인 티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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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ia White
(알렉산드리아 화이트):
I hope you guys enjoy the gift
cards to the spa! I know you
guys are working super hard for
your next comeback, so
hopefully this will relax you for a
little bit. I am also saving up a lot
of money so I can support you
guys even more! I love all of you
with all my heart truly and I know
Stellar will do amazing for the
comeback. I love you haha
xoxox ~ Alexandria

~~~
“여러분이 이 스파 기프트 카드들을 쓰면서 즐거워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다음 컴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더욱더 응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중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스텔라가 컴백 때 잘할 거라는 걸 알아요. 사랑해요 하하
xoxox~ 알렉산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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贺茜 (트윙클 치엔 치엔):
祝佳英欧尼期末考试考出好成绩身体健
康带着其他三位欧尼火起来，祝侑莉欧
尼身体快点好起来，祝孝恩欧尼天天开
心、身体健康永远美美哒，祝敏希欧尼
身体健康开开心心的过着每一天。最后
，祝Stellar大发，Twinkles和你们一起
前行。
爱你们的Twinkle茜茜

~~~
가영 언니가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길 바라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전율 언니가 얼른
회복하길 바라요. 효은 언니가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민희
언니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요. 스텔라의 성공을 빌어요. 트윙클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트윙클 치엔 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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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kle 绵绵 (트윙클 미엔미엔):
喜欢Stellar已经一年多了，每当我伤心难过的时候，只要想起
你们，我的痛苦和忧愁就全部化为乌有。谢谢Stellar这么多年
来一直给我们粉丝带来精彩的表演。Stellar加油！祝Stellar事
业顺利，永远年轻漂亮，永远开心健康～
Twinkle 绵绵

~~~
제가 스텔라의 팬이 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네요. 스텔라를 생각하면 제가 살면서 만났던 아픔과
슬픔이 사라져요. 지난 몇 년 동안 사랑스러운 노래와 무대를 선사해준 스텔라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스텔라 파이팅! 스텔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고 영원히 젊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트윙클 미엔미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