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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26일 플로리다주의 보카러톤에서 이탈리아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엄마인 조안 그란데는 전화 및 
경보 시스템 회사의 CEO이고 아빠 에드워드 부테라는 그
래픽 디자인 펌의 오너이다. 부모님 직업에서 알 수 있듯
이 아리아나는 금수저이며 플로리다 저택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하다. 가수 데뷔 전 재학하던 플로리다의 
기숙학교도 사립 명문 기숙학교로 학비가 한화로 연 몇 천 
만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뮤지컬 '13' 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LA에서 사실은 R&B 앨범을 내고 싶다고 프로듀서에
게 어필했는데 "누가 10대가 부르는 R&B를 사겠어?"...라며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니켈
로디언의 TV쇼 '빅토리어스'에 조연인 캣 발렌타인역으로 출연해서 전국구로 발돋움했다. 지금의 이미지와 달리 
당시 이 프로그램에서 아리아나는 개그전담 푼수캐릭터를 열연하였다. 한국에서는 가수로서 더 잘 알려져 있지
만 미국 내에서는 시트콤 배우로 더 잘 알려졌었는데 빅토리어스의 영향력이 크다.  

 이외에도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참여하거나 유명 곡들을 커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MIKA의 싱글 
"Popular Song"을 피처링하면서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다.
 2013년 3월 26일 싱글 "The Way"를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음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곡은 단숨에 빌보드 
싱글차트 탑 텐에 올라 인기를 얻었고, 뒤이어 9월 발표한 Yours Truly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를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2014년 3월 여성 랩퍼 이기 아잘레아(Iggy Azalea)가 피처링한 싱글 "Problem"을 발표, 빌보드 싱글차트 3위
로 데뷔해 2위까지 올라갔다. 사실 판매량이나 인기로 봐선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었지만 Iggy Azalea의 
'Fancy'에 밀려 2위 에 머물렀다. 뮤직비디오를 1-2주만 먼저 릴리즈 했어도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었기에 팬들의 항의가 심했다. 7월 3일에는 러시아계 독일인 DJ Zedd가 피처링한 "Break Free"를 발표해 8월 
마지막 주 빌보드 차트에서 4위를 기록, 새로운 빌보드 여왕의 탄생을 알렸지만 때마침 대형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컴백해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도 "Break Free"는 4위 피크로 물러났다. 

2014년 7월 제시 제이의 3집 Sweet Talker의 리드싱글 "Bang Bang"에 보컬로 참여했다. 니키 미나즈와 함께 
세 사람이 참여했는데, 노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리아나가 무리하게 섹시 콘셉트로 변화를 시도해서 많
은 팬들이 어색해했다. 제시 제이는 175cm의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콘셉트 변
화를 시도했고, 니키 미나즈는 원래부터 섹시 컨셉으로 유명했지만 아리아나는 이미지 소모가 우려된다는 것이 
많은 팬들의 의견. 하지만 팬들의 걱정과 달리 "Bang Bang"은 빌보드 차트 6위로 데뷔, 3위까지 올라가며 대박
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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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Break Free"의 후속 싱글로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The Weeknd와 듀엣한 "Love Me Harder"도 
대박을 터뜨리면서 팬들의 이러한 걱정을 말끔히 날려버렸다. 또 11월에는 귀여운 이미지의 캐럴 싱글 "Santa 
Tell Me"를 발매했다.

2015년 10월, 3집 'Moonlight'의 리드싱글 "Focus"를 발매했는데 전작 히트 싱글인 "Problem"과 흡사한 구성과 
제이미 폭스의 피처링이 호불호가 심히 갈리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 캐럴 EP "Christmas 
& Chill "을 발표함으로써 벌써 3년 연속 캐롤을 발매하였다. 

2016년 3월, 기존에 알려진 3집 "Moonlight"와 리드싱글 "Focus"가 엎어졌다. 대신 10일 새로운 리드싱글인 
"Dangerous Woman" 이 공개됐다. 24시간 안에 3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나름 괜찮은 평을 받는 중. 또한 
3집의 타이틀도 "Dangerous Woman"으로 굳혀졌다. 3월 12일에는 SNL에서 공연을 통해 프로모션 및 수록곡 
몇 곡을 불렀으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데뷔곡을 불러 화제가 되었다. 

2016년 5월, 3집 Dangerous Woman의 수록곡 Let Me Love You (feat. Lil Wayne)의 뮤직비디오가 애플뮤
직 독점으로 공개되었다. Vevo와 유튜브에서는 5월 23일 공개되었다.

2016년 5월 20일, 드디어 3집 Dangerous Woman이 발매되었다. 발매 직후 전 세계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를 찍었다. 앨범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꽤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앨범의 2번째 싱글은 Into You로 결정됐다. 두 번째 싱글 Into You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Dangerous 
Woman의 뮤직비디오 보다는 훨씬 나아진 퀄리티를 보여준다.
그리고 순위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던 "Dangerous Woman"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을 한 영향으로 
다시 빌보드 차트 8위로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 
하지만 3집 앨범은 3연속 앨범차트 1위에 실패해 2위로 진입했다.

2016년 8월 29일, 3집 Dangerous Woman의 수록곡 "Side to Side"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Side to 
Side" 자체의 뜻이 '좌우로' 라는 의미인데,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좌우로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다른 의미라고 직접 설명한 적이 있다. 망했다고 평가받았던 Dangerous Woman 
중 자체 최고 기록(빌보드 4위)을 경신하며 앨범 차트에서 역주행 하도록 도와준 곡이다.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
했다.

 2017년 5월 22일 밤, 맨체스터의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3집 투어 공연이 끝난 후 복도에서 퇴장하는 관객들을 
향한 자폭 테러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포함 23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참사였다. 한 때 
SNS상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One Last Time"을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곡으로 밀어주는 움직임이 있
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찍기도 했다. 5월 26일, 테러 이후 그간의 심정과 결심을 담은 
편지가 아리의 SNS에 올라왔다. 내용은 테러에 무섭다고 굴하지 않을 것이고, 테러가 났던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위로+자선 콘서트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