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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Support Project Letter #3 
Fan Messages for Hyoeun 

 
 
Merry Christmas! From Twinkles~ 
 

Michael Künzli, Aleyda Gonzalez, Roman Nikolaiev, 가영효은미니율, Pchild, Trent 
Cunningham, Ellis-David T., Cory L., 恋恋夕阳, Dat Weirdo Light, Stellar Twinkles, Chris 
David, Tiffany Nakano, Joel Francis (J'el), Eduardo P., Alex Aw, Florin N., Carlos Mora, 
Bioooze, Mark L, Chris "SacredCultivator" La, Devon Smith, 那一抺回眸, Wai O., JulioC, 如
來化鬼, 恋碟天使, The Finn, Dorothy Rose L. Silaya, SuperShark, Sam / Astro, 刺向天空的

利剑_Jason, Zavion G., Marius Mitea, jackycheng002, 大明文忠公, 匹诺曹2002, 图們, 
Tiphaine, Phillip C., Aaron P., Kelsey W., Ayla J., Amanda K., Alexandria White, 贺茜, 波纹, 
Robey, 任慧颖, 湘初, Alessia G., 楉吴, Victoria Reyes Ibarra, Mateusz K., Lucas V., James 
H (하금영), Alexis Morgan, Sally B., Brittany E., Katrina W., Kevin A., Joshua K., 绵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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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Gayoung, Minhee, Hyoeun, and Jeonyul, 
 
Twinkles and I wish you Merry Christmas and happy holidays! I can't believe it's been 
almost half a year since "Crying". You're all coming back soon, and I hope you all can 
finally get your first win. I hope each member gets to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family, and make sure to bundle up! This is also the perfect opportunity to get as much 
rest as you can~ 
Thank you Stellar for making me happy with your smiles and music, I can't wait to see 
you all soon ♡ 
 
Love, 
Brianna (@ioonagiris on twitter)  
 

~~~ 
 
가영, 민희, 효은, 그리고 전율 양에게, 
 
트윙클들과 저는 여러분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길 빌어요! 
‘펑펑울었어’가 나온 지 벌써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곧 
컴백할텐데,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1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각 멤버들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꼭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이번 휴가는 가능한 한 
푹 쉴 완벽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미소와 음악으로 저를 기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스텔라. 어서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어요 ♡ 
 
사랑해요, 
브리아나 드림 (트위터에서는 @ioonagiris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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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Stellar, 
 
I hope that you all have a Merry Christmas as well as a happy New Year! It’s been a great 
pleasure to be able to support your group not only through Stellar Twinkles, but Makestar as 
well. If there are future opportunities to support you through these outlets, you can count on 
me to help!  
 
Looking forward to your future works and here is to seeing more of Stellar in the upcoming 
year!  
 
Hoping you’ll continue to stay strong and be healthy! Fighting! 
- Chris “SacredCultivator” La 
 
PS: 
@Gayoung: Thank you for the song created and dedicated to us, Twinkles. 
@Minhee: During Stellar's performance "161213 스텔라 - 떨려요 @ 경기방송 한마음 위문공연 
직캠", it was super cute to see Minhee's choreo mistake in the middle of the performance, 
your smile/reaction got me smiling and even got me to choke up a "귀엽다" in Korean without 
realizing it. ^_^ 

~~~ 
 

안녕하세요 스텔라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새해뿐만 아니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요! 스텔라를 
스텔라 트윙클스뿐만 아니라 메이크스타를 통해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만약 나중에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여러분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앞으로의 활동들과 작업이 기대되고, 다가오는 해에 스텔라를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계속 힘내고 건강하길 바라요! 파이팅! 
-크리스 “SacredCultivator” 라 드림 
 
PS: 
가영 양에게: 트윙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줘서 고마워요.  
민희 양에게: “161213 스텔라 - 떨려요 @ 경기방송 한마음 위문공연 직캠"에 나온 
스텔라의 무대에서 민희 양이 공연 중간에 안무 실수를 한 게 정말 귀여웠고, 민희 양의 
미소/반응이 저를 웃게 했으며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귀엽다는 말을 내뱉었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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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Stellar Members, 
  
I have worked as an engineer for many years, had 6 years of college, had a marriage and 
children, have done lots of stuff, and in all those years there is really nothing I have 
enjoyed more than Kpop girl groups!  
I call you 4 my “Home Group” which means I feel more “at home” with you than with any 
other group.   I think of you as daughters or younger sisters. I love to see you happy 
and having a good time, laughing and so forth. So please – have a good winter, a good 
Christmas, have good food, and a very good next year, and give that Australian Dengke a 
big whack on the arm next time you see him!   
  
Love from,  
Gary….. Bioooze …… Gary.until.further.notice 
 

~~~ 
 

스텔라 멤버들에게, 
 
저는 다년간 엔지니어로 일했고, 6년간 대학을 다녔고, 결혼했고 자식들을 낳았으며, 많은 
일을 해왔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해왔던 것 중에 케이팝 걸그룹들을 좋아한 것만큼 
즐겼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4명을 제 “집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다른 그룹들보다 여러분과 있을 때 
집에 있는 것처럼 더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딸들 또는 여동생들로 
생각한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 웃는 모습 등등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겨울,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년에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여러분이 다음에 호주의 뎅키씨를 보게 된다면 팔을 한번 세게 
쳐주세요!  
 
사랑해요,  
게리….. Bioooze …… Gary.until.further.notice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게리인 게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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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Stellar,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2016 seemed to be a busy year for Stellar 
but that also indicate that Stellar is getting more attention!! Yay!! I hope that 2017 will be 
another fruitful year and Stellar and Twinkles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our goals 
and dreams together. =) 

Thank you Stellar for all the great performances and also for all the care and 
things that Stellar has done for Twinkles. Being a fan of Kpop for 7 years and doing 
group-hopping many times, this is the first time a group ever composed a song for a fan 
(T.T). Stellar has been the best group I have been with so far and I am sure that I will 
never be able to find another group as great as Stellar. 

May all Stellar’s wishes come true!! Fighting!! 

Best Wishes, 

J (린징샹) 

 

~~~ 

 

스텔라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은 스텔라에게 바쁜 
한해였던 것 같았는데, 그건 스텔라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야호!! 
저는 2017년이 또 다른 알찬 해가 되기를 바라고, 스텔라와 트윙클들이 우리의 목표들과 
꿈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라요. =) 

 
모든 훌륭한 공연들과 스텔라가 트윙클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배려에 

대해 감사해요. 7년 동안 케이팝 팬으로 수없이 그룹들을 거쳐왔는데, 팬을 위한 노래를 
만든 그룹은 처음이에요 (T.T). 스텔라는 지금까지 제가 팬이었던 그룹 중 최고의 
그룹이며, 스텔라만큼 훌륭한 그룹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 확신해요.  
 

스텔라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파이팅!!  
 

행복을 빌며, 
J (린징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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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girls! Jeonyul, Hyoeun, Gayoung and Minhee, all Italian Twinkles wish you the 
happiest Christmas and we hope you will start the new year in the best of ways! Don't 
stop following your dreams, you girls give me hope and always put a smile on my face 
when I'm feeling down and when I need help. You don't even know how much you mean 
to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for us, and we will 
keep supporting you the next year and the ones to come just like we did so far!  
 
With love, Sara.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율, 효은, 가영, 그리고 민희 양, 모든 이탈리아 트윙클들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고 우리는 여러분이 최상의 방법으로 새해를 
시작하길 바라요! 꿈을 좇는 걸 멈추지 말아요. 여러분은 제게 희망을 주고,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랑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미소 짓게 해준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한지조차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사랑을 담아, 사라 드림. 
 

~~~ 

THANK YOU FOR BEING A LIGHT IN MY LIFE  
.FLORIN NIC. 
 

~~~ 

제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플로린 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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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STELLAR! This American fan just wants to say thank you and Merry Christmas. 
The determination and effort you guys put into your work gives me hope. I listen to your 
songs often, and thinking about the work you guys put into them makes me work hard, 
too. Continue being amazing, and take the world by storm in 2017! 

 
Daryl 
 

~~~ 
 
안녕하세요 스텔라! 이 미국 팬은 그저 고맙다는 말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쏟아붓는 투지와 노력이 제게 희망을 줘요. 저는 
여러분의 노래들을 종종 듣고, 여러분이 노래들에 쏟은 노력을 생각하게 되면 저도 열심히 
일하게 돼요.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2017년에 세상을 휩쓸어 주세요! 
 
데럴 드림 
 

~~~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May 2017 brings you all good health, more 
success, and happiness! 
 
Wai O. 
 

~~~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성공,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주길 바라요.  
 
와이 O.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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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Stellar 
My name is Diego I'm from Brazil I'm super fan of you I hope 2017 will be a year full of 
happiness for you as people and professionals, I wish you a lot of success I will never 
abandon you because stellar has a place in my heart forever , 
I accompany you  beside vibrato and so stellar has been gaining me more and more not 
only for the quality of you but for being simple and hardworking people I wish every 
success of the world to you because you deserve this and much more 
Merry Christmas from a twinkle forever fan. 
 
Diego 
 

~~~ 
 
메리 크리스마스 스텔라 
제 이름은 디에고예요. 저는 브라질 출신이고 여러분의 정말 열렬한 팬이에요. 2017년이 
여러분에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스텔라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떨려요’때부터 여러분의 곁에 함께 했는데, 스텔라가 점점 더 주목을 받는 건 여러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를 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것과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트윙클이자 팬으로부터, 
 
디에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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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n't know how start this so... i love you. First,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wonderful New Year. I meet k-pop this year, and i meet you... wow, i don't have 
words to explain, just... you're my fav girl group, the first i really start to stand... the first i 
really want to meet. Stellar, i'm grateful to have meet such an inspiring group, that's the 
true. I even showed my friends your MV's and they love them haha. 
I have so much to say, but this a good start. Thanks for so much, sorry for so little.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I have to add, is that as difficult as it seems, in the world 
there are more people who can get to love you and appreciate the talent you have, 
maybe you should consider that ;) 
All the love, FIGHTING!!! 
 
Name: Belem 
Age: 15  
(I'm from Mexico) 
 

~~~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우선, 저는 여러분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멋진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요. 전 올해 케이팝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을 
만났어요… 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고 제가 처음으로 정말 좋아하게 된 그룹이고… 제가 처음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 
그룹이에요. 스텔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그룹을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제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뮤직비디오들을 보여줬는데 되게 좋아해요 하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데, 이 정도면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주 적은 것에 대해 미안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자면,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재능의 진가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 
모든 사랑을 담아, 파이팅!!! 
 
이름: 벨렘 
나이: 15세 
(저는 멕시코 출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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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Stellar, I Am Twinkle Come From Malaysia! This Was My First Time Write Some 
Message For You All. I Start Support And Pay Attention On You All Start From This Year 
After Listen To (Crying) Song!! I Have Just Make Order To Buy All Stellar Album Through 
My Friend^^ And I Really Sorry For Late To Become Twinkle^^. I Don't Know How To Tell 
You All How Much I Love And Support Stellar!! I Only Can Always Pay Attention On 
Yours Instagram And Press The Heart^^I Hope One Day Stellar Will Having A Concert On 
Malaysia, Sure I Will Go^^ 
 
At The End,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To Stellar^^!!!! 
 
FROM: Rainie (Malaysia Twinkle)^^ 
 

~~~ 
 
안녕하세요 스텔라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 출신 트윙클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메시지를 쓰는 건 처음이에요. 올해 펑펑울었어 노래를 듣고 난 후부터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제 친구를 통해 스텔라의 앨범들을 모두 
주문했답니다^^ 그리고 늦게 트윙클이 되어서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얼마나 스텔라를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하트를 누르는 거로 대신하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말레이시아에서 스텔라가 콘서트를 하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저도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텔라 여러분^^!!!! 
 
레이니 드림 (말레이시아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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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ladies of Stellar, I'm a big fan from Peru. Just wanted to say that you girls are 
awesome, I love your music, your choreographies, your beauty, your sexiness, and above 
all your fun and kind personalities. I really hope you have and amazing end of the year, 
you can enjoy the festivities, and be merry and healthy. Lots of love and best wishes 
from the land of the Incas, we really like you here. Cheers. 
 
Ivan R 
 

~~~ 
 

안녕하세요 스텔라 숙녀분들, 저는 페루 출신의 열혈 팬이에요. 단지 그냥 여러분이 
멋지고, 여러분의 음악, 안무들, 아름다움, 섹시함, 그리고 여러분의 재밌고 친절한 
성격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즐거운 연말을 보내길 바라고, 
축제를 즐기고,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요. 잉카의 땅에서 많은 사랑과 행운을 
빌고, 우리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이반 R. 드림 
 

~~~ 
 
Hello Stellar~ I want to say thank you :) for all your effort and hard work this year! You 
girls gived your best! Happy new year and Merry Christmas! All my best wishes for you 

girls, your families and for the next year~ have a nice time, rest and take care  
Lots of love 

 
Stellar_Fanpage 
 

~~~ 
 
안녕하세요 스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 올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고, 몸조심해요  
많은 사랑을 담아, 
 
스텔라_팬페이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