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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걸그룹. 멤버들 모두 화음과 보컬 실력이 매우 뛰어나며, 대부분의 노래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한다. 퍼포먼

스 또한 힘든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안정된 보컬을 보여준다. 2012년 데뷔하여 현재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

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 X Factor UK 시즌 8의 우승자로, X Factor UK 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그룹 우승자이다. 다만 처음

부터 그룹으로 참가한 건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조언으로 시즌 도중 그룹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이 처음부터 그룹 자격으로 오디션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2011년에 열린 X Factor UK 시즌 8

에서 멤버들 각각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해 2라운드까지의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모두 3라운드 Bootcamp

의 첫번째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때 심사위원들은 탈락자들을 그룹으로 결성시켜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 이때

는 페리 에드워즈와 제시 넬슨이 Faux Pas라는 4인조 그룹에 들어갔었고, 리 앤 피눅과 제이드 시얼웰은 Oricon이

라는 3인조 그룹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 두 그룹도 4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실패했다.

보통 같았으면 이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났겠지만,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그룹에서 (지금의 리틀 믹스를 구성하게 되

는) 두 명씩을 불러 새로운 그룹을 결성시키고 4라운드에 보내준다. 참고로 이때의 그룹명은 Rhythmix였다. 마침내 

이들은 최종 라운드인 생방송 무대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후 승승장구하여 7주차인 11월 20일 첫 생방송 무대 1위를 함과 동시에 최장수 걸그룹 참가자 기록을 경

신하고, 준결승 무대와 결승 무대에서도 1위를 하며 12월 11일에 우승을 하게 된다.

분명 위에선 결성 당시 그룹명이 Rhythmix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그룹명은 Little Mix인데, 이는 생방송 

라운드 도중인 10월 26일에 동명의 음악 재단으로부터 그룹명을 바꾸라는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X Factor 측은 

이미 Rhythmix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려 시도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해 10월 28일에 그룹명을 변경했다.

여담이지만, 이 과정에서 Syco의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웰이 그 재단에 (밝혀지지 않은 액수의) 돈을 기부했다고 전

해진다. 

2012년 데뷔 앨범 DNA 를 발매해, 이 앨범은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차트 10위권에 들었고, 미국 내에서는 탑5까

지 올라 푸시캣 돌스의 뒤를 이어 데뷔 앨범으로 차트 탑5에 든 그룹이 되었다. 또 이 기록으로 미국 내 스파이스 

걸스의 차트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에서는 앨범 싱글인 "Wings"가 싱글 차트 1위를 했다.) 

2013년 두번째 정규 앨범 Salute가 발매되어 영국과 미국에서 차트 10위 권내에 진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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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고, 앨범의 리드 싱글인 "Black Magic" 역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했다.

2016년 10월에는 4집 앨범의 첫번째 싱글인 "Shout Out to My Ex"을 먼저 발표한다.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영국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고, 6만 7천회의 다운로드를 오프닝 주에 기록하였는데, 이 횟수는 2016년 영국차트 내에서 

가장 큰 기록이다. 이내 앨범 Glory Days도 발매하는데, 리틀 믹스의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UK 앨범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다. 심지어 첫 주만에 9만 6천장을 판매하는데, 이 기록은 1997년의 스파이스 걸스와 2001년의 데스티니 차

일드의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Glory Days는 5주 연속 영국 앨범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매우 큰 성공을 거둔다.

2018년 10월 12일 리드 싱글 Womon Like Me (feat. Nicki Minaj)가 발매되고,10월 26일에는 뮤직 비디오가 공개

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리틀 믹스 멤버들은 5집 앨범의 이름을 팬들이 발매되기전부터 LM5라 부르던 가칭을 따서 그대로 LM5라고 지었다

고 한다. 리틀 믹스 멤버들은 팬들이 그렇게 불러주던 것에 감명받아서 정식 이름도 똑같이 정했다고 하는데, '이름

에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거나 '유치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몇몇 팬들은 '우리가 앨범 이름을 짓는 것에 

참여하게 된 거다.' '팬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거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리틀믹스는 올해 1월 Think about us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dam Lambert(1982년 1월 29일) / Adam Mitchel Lambert / 미국 /  2009년 데뷔~ 현재까지 활동중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치과 위생사가 직업인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프로그래머였는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가족들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로 이사해서 그가 고등학생일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19세 
때 그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
서 그는 대학 입학 5주만에 자퇴를 하고 크루즈에서 공연을 시작했고, 이따끔 가이드 보컬 알바를 뛰기도 했다고 한
다. 그러다 21세 때 뮤지컬 헤어의 유럽 투어와 위키드의 LA 공연과 전미 투어에서 남자 주인공 피예로 역을 맡으며 
커리어를 쌓아 갔다. 그는 뮤지컬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LA에서 인디밴드 시티즌 밴드에서 멤버로서 활동하기도 했
다. (정식 멤버는 아니고 세션 멤버로서 활동을 했다.)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8 준우승자. 심사위원들 모두가 아담 램버트를 극찬하며 당장 데뷔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을 자주 하였다. 고전적인 노래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해 최강의 라이브 실력으로 무대를 박살내며 한 심사위
원에게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도 노래 할 수 있을 거라는 말까지 들었다. 실질적으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8 우승자
인 크리스 앨런보다 판매량이 많고, 실력과 무대 매너가 시즌 도중 전국적으로 대단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지만, 게이라
는 이유 때문에 2009년 당시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의 지지율이 급락하여 우승에는 실패한다. 아메리칸 아이돌 방송 중
에는 게이인 것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다가 시즌이 끝난 후 커밍아웃했다. (물론 크리스 앨런이 못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시즌 8 오디션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는데, 사이먼 카울을 포함한 네 명의 심사위원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돼서 합격점을 주었고 그는 본선 무대를 밟게 된다. (이후 퀸과 함께 투어를 하면서 보헤미안 랩소
디를 라이브로 부르게 되었다.) 아메리칸 아이돌 준우승 이후에 2010년 첫 데뷔 앨범 For your entertainment을 성
공적으로 발매 한 이후에 2012년 두 번째 앨범 Trespassing을 발매하게 된다.

두 장의 성공적인 앨범에 힘입어 그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신의 우상이던 퀸의 객원 보컬로 살아
있는 전설들과 함께 투어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Queen + Adam Lambert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투어를 다니
면서 인지도를 한창 높여가던 찰나 2013년 중반 RCA측에서 이런 행보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1980년대 커버송들의 스
타일로 그의 신작을 꾸릴것을 권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아담 측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 이런 "창작의 방향에 대
한 견해 차이"로 인해 RCA와 결별을 선언한다.

이 일이 있은 지 하루만에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에서 그를 접촉했었는데, 정작 공식적인 계약은 2015년 1월이 되서야 
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니지먼트도 다이렉트 매니지먼트로 에이전트를 옮겼다. 그는 새 앨범의 프로듀서로 
첫작인 For Your Entertainment를 제작한 맥스 마틴과 숼백과 함께 다시 일하게 되었고, 그렇게 2015년 4월 21일 
3집의 첫 싱글 Ghost Town이 발매되었다. 자국 내 앨범차트에선 그렇게 호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유럽쪽 차트를 석권
하는 등 괜찮은 반응이었다. 호주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램버트의 호주에서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그렇게 
6월 12일, 3년 1개월만에 발매된 3집 정규앨범 The Original High는 발매 첫 주 약 5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빌
보드 차트에 3위로 데뷔했다. 평론가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으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준수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다.

최근에도 퀸과 함께 월드 투어를 다니며 두 장의 싱글앨범을 내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