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ause, since, as 및 for의 차이
(강) because>since>as>for (약)의 순으로 원인 및 이유를 말해주며, because 절은 listener
또는 독자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담고, as와 since 절은 listener 또는 독자에게 이미 다 알
려져 있으며, 크게 중요시 않는 내용이다.
because 절은 주절을 생략하고 쓸 수 있으나 since나 as 절은 주절 없이 쓸 수 없다.
'Why are you laughing?' 'Because you look so funny.'(O)
'Why are you laughing?' 'As/Since you look so funny.'(X)
1. because : 종속접속사로서 직접적인 이유 및 원인을 말해주며, because 절은 주절의
앞뒤에 올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뒤에 온다.
He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in bed.
# because 앞에 comma가 없는 경우는 보통 뒤로부터 새기고, 앞에 comma가 있는 경우,
보통 앞에서부터 내리 새긴다. 즉 comma가 없는 경우가 보다 강한 원인, 이유를 말한다.
I could not go to the concert because I had to take care of the baby.
I could not go to the concert, because I had to take care of the baby.
2. since : 종속접속사로서 listener 또는 독자가 알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며, 일반적으로
since 절이 주절 앞에 온다.
Since she is ill, I can't take her with me.
Since he did not pay his bill, his electricity was cut off.
(He did not pay his bill, so his electricity was cut out.
(중요한 부분은 전기가 끊겼다는 것이다.)
3. as : 종속접속사로서 부수적 또는 우연적인 이유를 말해주며, 일반적으로 as 절이
주절 앞에 온다.
As it was cold, I nearly caught cold.
As it is raining again, I will stay at home.
(It is raining, so I will stay at home.)
(중요한 것은 집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다.)
4. for : 등위접속사이며, 판단의 근거로서 부가적으로 이유를 제시한다.
for 절은 문장의 앞에 올 수 없으며, for 앞에 comma를 둔다.
It is morning, for birds are singing.
She must be very happy, for she is dancing.
He is a good athlete, for he has won prizes in many contests.
He stayed at home, for it was raining hard.
For birds are singing, it is morning.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