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young - Apeach 
Dear Gayoung, 
 
Happy Holidays! This time we’re back with some more presents which we hope will help Stellar 
members relax! We also got a little something for staff as well, because Christmas is best 
enjoyed together right? ^^ The presents are small, but we hope they will like them hehe. 
 
Take care, and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가영 양에게,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들이 스텔라 
멤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직원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함께 즐길 때 가장 좋으니까요, 그렇죠? ^^ 선물들은 
작지만, 그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헤헤.  
 
몸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Minhee - Ryan 
 
Dear Minhee, 
 
Merry Christmas! I hope you’ve been enjoying your holiday well~ Honestly, I have the hardest 
time figuring out what kind of things you like (which is why I haven’t sent anything before), but I 
hope you’ll like these presents from international fans! We think they will help you relax :) 
 
Enjoy~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민희 양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희 양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기가 가장 어려웠어요(그래서 제가 전에 아무것도 안 보낸 거예요), 하지만 
해외 팬들이 보내는 이 선물들을 좋아하길 바라요! 이 선물들이 민희 양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 
 
즐겁게 사용하세요~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Hyoeun - Tube 
 
Dear Hyoeun, 
 
Cebu looked amazing! It must have been a great trip right? While we might not be able to bring 
Cebu to you, we hope you will enjoy our present which will hopefully help you relax a little like 
you could in Cebu as well. 
 
Please enjoy, and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효은 양에게, 
 
세부 멋져 보였어요! 틀림없이 대단한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효은 양에게 세부를 
가져다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효은 양이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이 선물들이 효은 
양이 세부에서 편하게 쉬었던 것처럼 편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즐겁게 사용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Jeonyul - Frodo 
 
Dear Jeonyul, 
 
Merry Christmas! I hope you’re enjoying the holiday period at this time~ We’re back with some 
relaxing presents for you this time! Please enjoy. I tried to pick the soaps for each member 
based on your personalities… I hope you like yours ^^ 
 
Happy Holiday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전율 양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휴가 기간에 즐겁게 지내고 있길 바라요~ 이번에는 우리가 전율 양을 위해 
편안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즐겁게 사용하세요. 각 멤버의 성격에 따라 비누들을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전율 양이 전율 양의 비누들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 + Bath bombs, card 
 
  



C*** CEO  
Dear C*** CEO,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and for another great year with Stellar! Fans are looking 
forward to another great year next year as well. We know that you always think about Stellar, so 
we’re sure you’ll make Stellar successful this year. Please enjoy a great holiday period.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ㅊ*** 대표님께,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스텔라와 또 다른 멋진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들은 내년도 또 다른 멋진 해가 되길 고대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표님께서 항상 스텔라를 
생각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께서 내년에 스텔라를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ㄱ*** Team Leader 
Dear ㄱ*** Team Leader,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and looking after all of Stellar’s members. I’m sure you care about 
Stellar’s members as much as fans do as well.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do. 
 
Enjoy your holidays, and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ㄱ*** 팀장님께, 
 
스텔라 멤버들을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팀장님께서 팬들이 스텔라 
멤버들을 생각하는 만큼이나 멤버들을 생각해주신다고 생각해요. 팀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Office Manager 
Dear Office Manager, 
 
Thank you for another great year with Stellar! You must have worked hard, as Stellar has 
started to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Great work! We’re looking forward to another great 
year next year.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실장님께, 
 
스텔라와 또 다른 멋진 한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텔라가 점점 더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걸 보니 실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게 틀림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이 또 다른 
멋진 해가 되길 고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 + Calendar, card 
 
  



S*** (F) - Tube, Bath bombs 
Dear S***, 
 
Thank you also for always reading emails from fans, and assisting fans on the fan-cafe. I think 
that your job is often thankless, especially when managing fan complaints, and corresponding 
them to upper management. However, I and international Twinkles,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appreciate all that you do. 
 
Have a delightful Christmas :)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ㅅ***님께, 
 
항상 팬들이 보내는 이메일을 읽어주시고 팬카페에서 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ㅅ***님의 일이 종종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팬들의 불만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고위 경영진분들께 전달할 때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해외 트윙클들은 
ㅅ***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요.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M*** (F) - Neo 
Dear M***, 
 
We haven’t met, but I want to thank you for always making our girls look so great. I’m sure they 
derive a lot of confidence when they perform, thanks to your skill. 
 
Have a Merry Christmas :)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ㅁ***님께, 
 
만나 뵌 적은 없지만, 항상 스텔라 멤버들이 멋지게 보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ㅁ***님의 실력 덕분에 멤버들이 공연할 때 더 많은 자신감을 얻는 거라고 확신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Male staff) - Con 
Dear manager, 
 
Thank you for looking after Stellar and taking care of their needs. International fans appreciate it 
very much. 
 
Merry Christmas :)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매니저님께, 
 
스텔라를 돌봐주시고 멤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팬들은 그걸 매우 감사해 
한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New female manager (New female staff) - Muzi 
Dear new manager, 
 
Welcome to the Stellar family! I hope you’re settling in to your new position well. I think that you 
will soon fall in love with the girls like we have too. Please look after them well ^^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새로운 매니저님께, 
 
스텔라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매니저님께서 새로 맡게 된 일에 잘 적응하시길 바라요. 
저는 저희가 멤버들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매니저님께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텔라 
멤버들을 잘 돌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1 just in case) - Jay G 
Dear manager, 
 
Just in case we missed a staff member, we prepared this extra present too. If we missed you, 
sorry! You’re important too ^^ Thanks for everything that you do :) 
 
Merry Christmas, 
Dengke (Stellar Twinkl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Twinkles, and the Stellar Support Project. 
 
매니저님께, 
 
직원분들 중 한 분이라도 빠트렸을까 봐 이 선물을 추가로 준비했어요. 만약 저희가 빠트린 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매니저님도 중요한 분이에요 ^^ 매니저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 
 
메리 크리스마스. 
뎅키(스텔라 트윙클스)가 해외 트윙클들과 스텔라 응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