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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스� 하모니(Fifth� Harmony)는�미국의�걸� 그룹이다.� 2012년�더� 엑스� 팩

터�시즌� 2에� 각각� 솔로로� 출전� 하였으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던� 5명의�

소녀들을�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웰과�데미� 로바토가� 모아� 결성한� 그룹이다.�

시즌을� 3등으로� 마친� 이후�사이먼� 코웰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데뷔하였

다.�

� 엑스� 팩터� 이후� 데뷔� 싱글� "Miss� Movin'� On"을� 발매했다.� 2013년,� 데뷔�

EP�Better� Together�를� 발매해,� EP는�빌보드� 200에서� 첫번째� 주에� 6위를�

하였으며,�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2014에서� 신인상(Artist� to� Watch)을�

받았다.� 2015년� 2월,� 데뷔� 앨범�Reflection�을� 발매했다.�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5위를� 기록했고,�미국� 음반� 산업� 협회으로부터� 골드� 등급을� 받았다.�이� 앨범의� 싱글� 곡인� "Boss",�

"Sledgehammer",� "Worth� It"은� 플래티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Worth� It"은� 미국에서� 트리플� 플래티넘�

판매를� 했고,� 미국� 외� 13개국� 음악� 차트에서� 10위권에� 올랐다.� 두번째� 정규� 앨범�7/27�의� 리드� 싱글� "Work�

from� Home"� 은�빌보드� 핫� 100에서� 5위를� 기록했다.�이로써� 피프스� 하모니는� 더� 엑스� 팩터� 출신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2016년� 12월� 18일,�카밀라� 카베요는� 팀� 결성� 4년� 6개월� 만에� 팀을� 탈퇴하게� 되

면서� 남은� 멤버들은� 에픽� 레코드와� 4인조로� 재계약을� 하였다.� 4인조로� 개편� 이후� 스크릴렉스와� 함께� 싱글�

“Angel“을� 발매하였으며,� 최근� 정규� 3집� “Fifth� Hamony“를� 발매하였다.

� 리틀� 믹스(Little� Mix)는�잉글랜드의� 4인조�걸� 그룹이다.� 2011년�더� 엑스� 팩

터� UK�시즌� 8에서� 결성됐으며,� 더� 엑스� 팩터� UK� 사상� 그룹으로서� 최초로�

우승했다.� 우승� 후,�사이먼� 코웰의� 레이블�사이코� 뮤직과� 계약했다.

� 2012년� 데뷔� 앨범�DNA�를� 발매해,� 이� 앨범은�영국,�미국�등� 국가에서� 차트�

10위� 권에� 들었다.� 미국� 내에서는� 탑5까지� 올라�푸시캣� 돌스의� 뒤를� 이어�

데뷔� 앨범으로� 차트� 탑5에� 든� 그룹이� 되었다.� 또� 이� 기록으로� 미국� 내�스파

이스� 걸스의� 차트� 기록을� 갈아치웠다.�영국에서는� 앨범� 싱글인� "Wings"가�

싱글� 차트� 1위를� 했다.� 2013년,� 두번째� 정규� 앨범�Salute가� 발매되어,� 영국과� 미국에서� 차트� 10위� 권내에�

진입했다.�앨범의� 싱글� "Move"와� "Salute"� 가� 영국� 싱글� 차트에서� 10위� 권� 내에� 들었다.�

� 2015년� 세번째� 정규� 앨범�Get� Weird�를� 발매해,� 영국에서� 이전� 앨범보다� 높은� 차트� 순위에� 올랐다.�앨범의�

리드� 싱글인� "Black� Magic"� 역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했으며,� 2016�브릿� 어워드�수상� 후보에� 지명됐다.�

2016년� 5월� 부로,� 리틀� 믹스는� 영국에서� 3개의� 플래티넘� 인증� 정규�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2016년� 11월,�

네번째� 정규� 앨범�Glory� Days�를� 발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