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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le Bell Rock]이 1957년도, 아펠로가드 개르니드 드니 드니 드. 이 글은 음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유튜브 비디오 교체 태그로 이동 태그 태그 모든 태그 이 트랙 징글 벨, 징글 벨 록징 스윙과 징글 벨 링스스노우와 블로우 부셸 funNow 징글 홉이 있다 ... 메트로 가사에이 가사를 논의 114 이 트랙을 갖춘 더 많은 앨범광고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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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 일에 발표, 1957년 (1957-11-28) 1957년 10월,1957년 10월,'크리스마스록'과 롤 조 베알짐 부더바비 헬름스 싱글 '나의 특별한 천사'(1957) 징글 벨 록(1957) 저스트 더 리틀 론리(1957) 징글 벨 록은 바비 헬름스가 처음 발표한 미국의 인기 크리스마스 곡이다( 1957년 1957년-11-28일) 기록 그 해 10 월에 기록 된 바와 같이). 그 이후로 모든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미국에서 자주
방송되었습니다. 징글 벨 록은 조셉 칼튼 빈 (1900-1967)과 제임스 로스 부스 (1917-1976)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헬름스와 곡 행크 갈랜드의 세션 기타리스트모두이 도전하지만. (참고 1) Beal은 매사추세츠 출신의 홍보 전문가이자 오랜 거주자였습니다. 시티, 뉴저지, 부스는 광고 업계에서 미국 작가였습니다. 헬름스의 음반 징글 벨 록은 많은 사람들이 수행했지만, 1957년 이후 헬름스
의 첫 번째 버전은 가장 유명합니다. 노래의 이름과 일부 가사는 기존의 징글 벨크리스마스 표준의 연속이다. 그는 록 어라운드 더 클럭(Rock Around the Clock)과 같은 다른 인기 있는 1950년대 노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징글 홉에 가는 것을 언급합니다. 행크 갈랜드가 연주한 일렉트릭 기타는 징글 벨 합창단의 첫 번째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백업 가수는 아니타 커의 사중주였
다. 1957년 10월부터 데카 9-30513에 있는 헬름스의 오리지널 버전은 1965년 Kapp K-719와 1967년 리틀 달린의 LD-0038에서 다시 예약되었다. 1970년, 헬름스는 세르트론 C-7013의 징글 벨 록이라는 앨범 전체를 녹음하여 소매 이미지와 함께 Certron C-10021의 타이틀곡을 발표했다. 그는 구스토 레코드의 곡을 다시 녹음했으며, 이후 파워 팩 레이블로 발매되었다. 또 다른 재고
치기에서 헬름스는 애슐리 AS-4200에 버전을 발표했다 (올해는 알 수 없습니다). 1983년, 헬름스는 블랙 로즈 82713에서 징글 벨 록의 마지막 녹음을 발표했다. D-TV는 디즈니 반바지에이 버전을 설정, 멜로디 시간과 얼음에서 겨울 후 한 번. 헬름스 논란의 저자뿐만 아니라 행크 갈랜드에 의해 노래에 세션 기타리스트, 둘 다 그들이 아니라고 그의 죽음 전에 주장, 비알과 부스, 누가 노
래를 썼다. 그들은 팔라와 부스의 원래 노래가 징글 벨 홉이라고 주장, 그것은 녹음데카의 머리에 의해 헬마에 주어졌다. 헬름스와 갈랜드에 따르면 이 노래는 현재의 노래와 거의 닮지 않았다고 한다. 헬름스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결과, 둘 다 음악, 가사 및 템포를 변경하고 이전에 누락 된 다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곡은 오늘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서면 대출
또는 후속 로열티 쓰기를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쁜 노래이기 때문에 잘라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뮤지션 중 한 명인 행크 갈랜드(Hank Garland)는 멜로디를 한 시간 정도 작업했고, 우리는 그것에 다리를 놓았다고 헬름스(1992년 인터뷰에서)는 말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갈랜드가 회상했다. 그것은 좋지 않았다. 바비와 나는 미국이 모든 휴가 시즌을 듣는
징글 벨 록을 생각해 내며 2001년 인터뷰에서 말했다. 행크 갈랜드의 동생빌리 갈랜드는 형의 이야기를 지지하며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헬름차트의 오리지널 버전과 판매량은 빌보드 최다 플레이 C'W 차트에서 13위를 기록했다. 또한 1958년 1월 11일 마감된 캐시박스 매거진의 톱 60에서 빌보드 베스트 셀러 차트에서 6위를 기록하며 팝 차
트를 왜곡했다. 후 1996년 영화 징글 올 더 웨이(Jingle All the Way)의 사운드트랙에 포함된 바비 헬름스의 오리지널 버전은 1996년 말과 1997년 초에 빌보드 차트로 돌아와 60위에 올랐다. 2019년 1월, 이 곡은 처음으로 핫 100위권에 진입하여 8위에 올랐다. 이 위업을 통해 헬름스는 1958년 첫 엔트리 이후 60년 4개월 2주 만에 10위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헬름스의 기록은 2020
년 1월 4일 차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닐슨 사운드스캔에 따르면 헬름스 데카의 오리지널 레코딩 디지털 트랙은 2016년 사운드스캔 역사상 9번째로 많이 팔린 크리스마스/홀리데이 디지털 싱글로 78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2019년 12월까지 미국에서 891,000장이 판매되었습니다. [23] 바비 헬름스 차트 (1957) 매장에서 피크 포지션 미국 베스트 셀러 (빌보드)[인용 필요] 6 미국
가장 많이 연주 C&amp;W 기수 (빌보드)[인용 필요] 13 차트 (1996-1997) 피크 포지션 미국 성인 현대 (빌보드)[24] 18 미국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25 60] 차트 20 (20) 220) 피크포지션 오스트레일리아 (ARIA)[26] 41 오스트리아 (Ö3 오스트리아 탑 40)[27] 31 캐나다 (캐나다 핫 100)[28] 9 체코 (싱글 디지타올 탑 100)[29] 21 덴마크 (트랙리스)[30] 17 프랑스 (SNEP)[31] 84 독일
(공식 차트) 32 독일 (공식 차트) 32 2 헝가리 (스트림 탑 40)[33] 5 아일랜드 (IRMA)[34] 27 이탈리아 (FIMI)[35] 26 라트비아 (LAIPA)[36] 3 네덜란드 (단일 톱 100)[37] 21 노르웨이 (VG-lista)[38] 17 스코틀랜드 (OCC)[39] 81 슬로바키아 (단일 자리 수)[10)[39] 81 슬로바키아 (단일 자리)[10)[39] 81 슬로바키아 (단일 자리)[10)[39] 81 슬로바키아 (단일 자리 수)[10)[39] 81 슬로바키
아 (단일 자리)[10)[39] 81 슬로바키아 (단일 자리)[10)[10)[39] 81 슬로바키아 (단일 40] 8 슬로베니아 (슬로탑50)[41] 16 스페인 (PROMUSICAE)[42] 49 스웨덴 (스베리게토플리산)[43] 8 스위스 (슈바이저 히트 퍼레이드)[44] 9 영국 싱글 (OCC)[45] 30 미국 빌보드 핫 100[46] [21] 3. 미국 롤링 스톤 10 [ 21] 3 롤링 스톤 10[ 21] 3 47) 3 조지 해협 차트 (2000) 미국 피크 핫 컨트리 노
래 (빌보드) » 69 아론 티핀 차트 (2002) 미국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 피크 59 52 Rascalts 차트 (2008-09) 미국 피크. 핫 컨트리 송(빌보드) 컨트리 송(37미국 빌보드 컨트리) 에어플레이 (빌보드) 32 34 차트 (2019) 피크 포지션 미국 롤링 스톤 탑 100 53 48 홀 오츠 버전 오브 홀 오츠 버전은 1983년 비앨범 싱글로 1983년 30위권에 진입한 20개 차트 에서 30개 차트 에서 30위를 기
록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13일 빌보드 홀리데이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6위, 2011년 12월 10일 핫 홀리데이 송 차트에서 24위를 기록했다. 주간 차트 (1983-2019) 픽포지션 오스트레일리아 (ARIA) 36 오스트리아 (No3 오스트리아 탑 40) 36 독일 (공식 독일 차트) 30 그리스 국제 디지털 싱글 (IFPI) 96 헝가리 (상위 40 스트림) (뉴욕의 녹음 음악) » 61 20 포르투갈 (AFP) 72 75
스웨덴 (스베리게토플리산) 63 68 스위스 (슈바이저 히트 퍼레이드) 64 61 미국 홀리데이 100 (빌보드) 65 24 맥스 바이그레이브영국 버전 맥스 바이그레이브스는 1959 년 영국 버전 에서 최고 30 을 발표했다. 데카에서 발매: F11176 (66) 통통한 체커와 바비 라이델의 버전의 통통한 체커와 바비 라이델의 버전은 빌보드 핫 100 싱글 차트에서 21위, 영국 싱글 차트에서 40위를 기록한
버전을 1961년에 녹음하고 발매했다. 그것은 카메오 파크 웨이 C205에 출시되었다. 인증홀(67) 인증홀(귀리버전 지역인증단위/판매오스트레일리아) (68) 금 35,000 인증 기준 판매 수치는 인증 전용 노트에 근거하여 - 참조. 아래의 저작자 논란 섹션. 링크 : 징글 벨 록을 노래 바비 헬름스, 죽는다. AP 통신. 1997년 6월 20일. 2018년 10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시간의 100 최고
의 크리스마스 노래. 골키퍼. 2017년 12월 25일. 2019년 7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메건 팩켈라 (2012년 11월 16일). No 12: 바비 헬름스, '징글 벨 록' - 상위 50 컨트리 크리스마스 노래. 2018년 10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조셉 칼튼 비일, 에: Ancestry.com. 전기 : 계보 마스터 인덱스 (BGMI)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미국 UT주 프로보: 2009년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Inc.. 조셉 밀
스 칼스 비일, 에: Ancestry.com. 제 1 차 세계 대전의 등록 카드, 1917-1918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미국 유타 주 프로보: 2005년 세대 네트워크, Inc.. 나는 Ancestry.com. 사회 보장 사망률 지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미국 UT주 프로보: 2009년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Inc.. 데일 더블유 노브먼, 크리스마스 음악 동반자 팩트 북, 할 레너드 코퍼레이션, 2000, p. 101. ISBN 978-1-
57424-067-2. 미국 인구 조사, 1910년, 매사추세츠, 노퍽 카운티, 1083년, p. 23-A, 가족 578. 1963년 10월 3일, 14일, 사크리게의 역사적 문제, 이브닝 스탠다드(펜실베이니아 주 유니언타운), 린드퀴스트, 데이비드. 징글 벨 록은 후시에 바비 헬름스의 유산을 확고히 했다. IndyStar.com-스타 오브 인디애나폴리스. 2012년 12월 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바비 헬름스와 아니타 커 가수 가
사, 의미의 노래, 비디오, 전체 앨범과 바이오스. 소닉 하이츠. b c 스튜어트, 드완 (2001년 8월 27일). 그의 주머니에 아니 징글 - 오렌지 파크 기타리스트는 잃어버린 로열티에 대한 블루스를 노래. Bizjournals.com. 미국 도시 비즈니스 저널. 2019년 12월 10일에 원본에서 보관하십시오. 2019년 12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행크 갈랜드:) 나는 그것에 대해 화가 난다 ... 나는 그에게
(노래의 원래 버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았다. 행크와 헬름스는 징글 벨 록 아메리카가 모든 연말연시 시즌을 듣는 것을 내놓았다고 그는 말했다(갈랜드). (데이비드 데이비스, 바비 헬름스의 전 매니저:) 바비와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논의했다. 그 (바비)는 말했다 : 갈랜드와 나는 그것을했다. 우리는 다리를 던지고, 몇 시를 추가하고, 단어를 바꾸었
습니다. 기본적 완전히 새로운 노래였다. 바비는 로열티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데이비드, 농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음악 사업을하는 방법을 알고있다. 그리고 나는. (빌 휘타크레, 엔터테인먼트 옹호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고 믿는 것은 그들이 (Decca)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제어 세션으로 이것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갈랜
드, 행크 갈랜드의 형제, 행크 갈랜드의 재산에 위임의 힘을 가지고:) 이 업계는 징글 벨 록과 슈거풋 래그뿐만 아니라 징글 벨 록의 로열티로 1억 달러의 로열티를 제공합니다. Songfacts.com. 송팩트®, LLC. 2019년 8월 26일에 원본에서 보관하십시오. 2019년 12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갈랜드는 죽기 전에 음반 레이블을 상대로 이글과 부스가 아닌 헬름스와 함께 이 노래를 썼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워드 데이비스; 브라운, 리사 E. (1997). 9. 징글 벨 록. 미국 언론 서비스. 118-119. ISBN 978-1-892642-06-6. b 린드퀴스트, 데이비드 (2014년 12월 16일). 징글 벨 록은 후시에 바비 헬름스의 유산을 확고히 했다. Indystar.com. 인디스타. 2019년 8월 25일자 원본(Gazette.ru)의 아카이브. 2019년 12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정말 나쁜 노래이
기 때문에 잘라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 뮤지션 중 한 명인 행크 갈랜드는 멜로디를 입고 약 1시간 동안 작업했고, 우리는 그것에 다리를 놓았다고 헬름스는 존(2013년 12월 18일)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징글의 종의 강도? 2016년 4월 21일 원본의 Businesslessonsfromrock.com 아카이브. 2019년 12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적어도 헬름스와 갈랜드는 새로운 멜로디, 시, 다리,
가사를 감안할 때 공동 저자의 신용을 받았어야 합니다. b G 오리어리, 존 (2016년 12월 7일). 문제는 징글 벨 스퀘어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22일자 원본의 아카이브를 Businesslessonsfromrock.com. 2019년 12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행크 갈랜드의 남동생 빌리에게 말했다 ... 갈랜드도 헬름스는 그들이 참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수백만 달러의 작곡 수수료
를 받지 못했다. 빌리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00곡의 노래라는 동생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의 6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십자군 운동을 해왔다. Billboard.com. 2016-01-03. 음악: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00곡 의 노래. Billboard.com. 2016-01-03.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는 빌보드 핫 100에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아리아나 그란데의 다음 주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빌보
드. 2019-08-02. b 트러스트, 게리 (2019년 12월 30일).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원하는 모든 덕분에 4년 만에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첫 아티스트가 된다. 빌보드. 2019년 12월 3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 빌보드 스태프 (2016년 11월 25일). 베스트셀러 휴일 노래는 무엇입니까?. 광고 잡지. 2016년 12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비요크, 매트 (2019년 12월 8
일). 국가의 상위 30 디지털 트랙 - 순 판매 : 2019년 12월 9일. 거친 재고. 2019년 12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바비 헬름스 차트 역사 (성인 현대). 빌보드. 2017년 6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바비 차트 기록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 2017년 6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a b 아리아 아리아 상위 50개 단식 호주 기록 산업 협회. 2019년 12월 30일. 2019년 12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
다. Austriancharts.at - 바비 헬름스 - 징글 벨 록 (독일어). 3위 오스트리아 상위 40위. 2020년 1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바비 헬름스 차트 역사 (캐나다 핫 100). 빌보드. 2019년 12월 3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NSS IMPI (체코). 히파라다는 디지털 톱 100 의 100억 입니다. IFPI 체코 공화국. 참고: 차트를 C-SINGLES 디지털로 변경 - TOP 100및 201850을 검색에 삽입합니다. 2018
년 12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트랙 탑 40 Uge 52, 2018. 그것은 히틀리스틴입니다. 2019년 1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최고의 싱글 (t'l'chargement 및 스트리밍). 신디케이트 내셔널 드 레시아 음파. 2019년 12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Offiziellecharts.de - 바비 헬름스 - 징글 벨 록. GfK 엔터테인먼트 차트. 2019년 12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아카이브 - 슬라거리스트텍 -
MAHAS (헝가리어). 스트림 상위 40 슬레거리스트. 마자르 한게메스키아독 스조베세지. 2019년 1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식 아일랜드 상위 50 싱글 차트. 회사의 공식 차트. 2019년 12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탑 싱골리 - 분류카 세티마나일 WK 52 (이탈리아어). 페데라지오네 인더스트리아 뮤지컬 이탈리아나. 2018년 12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무시카스 파티냐는 파충류
미아를 향한다(라트비아어). LYPA. 2019년 10월 10일자 원본의 아카이브. 2019년 11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Dutchcharts.nl - 바비 헬름스 - 징글 벨 록 (네덜란드). 싱글 탑 100. 2019년 6월 1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VG-lista - Topp 20 싱글 우케 52, 2019. VG 목록입니다. 2019년 12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식 스코틀랜드 싱글 판매 차트는 상위 100입니다. 회사의 공식
차트. 2019년 12월 2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IPPI (슬로바키아어). 히파라다 - 디지털 톱 100 싱글 Ofici'lna. IFPI 체코 공화국. 참고: 싱글디지털 선택 - TOP 100 및 201850을 검색에 삽입합니다. 2018년 12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슬로탑50은 슬로베니아 공식 싱글 차트입니다. slotop50.si. 2018년 8월 28일 접수. 탑 100 칸시오네스: 세마나 52. Productores 드 메시카 드 스페인.
2019년 1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스베리게토플리산 - 스베리게스 오프시첼라 토플리스타. 스베리게토플리산. 2018년 12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Swisscharts.com - 바비 헬름스 - 징글 벨 록. 스위스 싱글 차트. 2019년 12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식 톱 100 싱글 차트. 회사의 공식 차트. 2019년 12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바비 헬름스의 역사 차트 (핫 100). 빌보드. 2019
년 12월 3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상위 100 곡. 롤링 스톤. 2019년 12월 12일. 2019년 12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조지 해협 차트 역사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 아론 티핀의 차트 역사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 라스칼 플랫차트 역사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 블레이크 셸튼 차트 역사 (핫 컨트리 노래). 빌보드. 블레이크 셸튼 차트 역사 (에어 플레이 컨트리). 빌보드. 상위 100 곡. 롤링
스톤. 2019년 11월 22일. 2020년 1월 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대릴 (동음이의) 존 귀리 핫 100 재발에 대한 역사를 차트. 빌보드. 2017년 5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b 대릴 홀과 존 귀리 - 역사 차트 차트 www.billboard.com. 2017-02-26. Austriancharts.at - 대릴 홀과 존 오츠 - 징글 벨 록 (독일어). 3위 오스트리아 상위 40위. 2019년 6월 1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Offiziellecharts.de
- 대릴 홀과 존 오츠 - 징글 벨 록. GfK 엔터테인먼트 차트. 2019년 6월 1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식 IFPI 차트 - 디지털 싱글 차트 (국제) - 주 : 52/2018. IFPI 그리스. 2019년 1월 14일에 원본에서 보관하십시오. 2019년 6월 1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아카이브 - 슬라거리스트텍 - MAHAS (헝가리어). 스트림 상위 40 슬레거리스트. 마자르 한게메스키아독 스조베세지.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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