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Abs
integer llAbs( integer val );
정수의 양수값을 반환합니다.
예) llAbs(-4) -> 4 반환.

llAcos
float llAcos( float val );
아크 코사인 값을 구합니다.
val 은 -1 ~ 1 범위여야 하며 리턴값은 0 ~ PI ( 파이 ) 값을 반환합니다.

llAddToLandBanList
llAddToLandBanList( key avatar, float hours );
특정 사용자를 일정시간동안 땅에 못 들어오게 밴시킵니다.

llAddToLandPassList
llAddToLandPassList( key avatar, float hours );
특정사용자를 일정시간동안 땅에 입장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땅에서 사용하겠군요.

llAdjustSoundVolume
llAdjustSoundVolume( float volume );
소리 크기를 조정합니다.

llAgentInExperience
integer llAgentInExperience( key agent );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냅니다.
경험 권한이란 아이템 착용, 카메라 조정, 텔레포트 등의 모든 권한을 한번에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llAllowInventoryDrop
lAllowInventoryDrop( integer add );
add 값이 TRUE 인 경우, 아이템 드래그 앤 드롭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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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인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이템을 드롭했을 경우 changed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changed(integer change){
if (change & CHANGED_ALLOWED_DROP)
기능실행;
}

llAngleBetween
float llAngleBetween( rotation a, rotation b );
두 회전값 사이의 내각을 구합니다.
라디안 값을 반환합니다.

llApplyImpulse
llApplyImpulse( vector momentum, integer local );
물체에 이동 충격을 줍니다.
물체는 물리속성이 체크되어야 작동합니다.
momentum : 가속도
local : TRUE 인 경우 로컬 벡터, FALSE 인 경우 월드벡터로 작동합니다.

llApplyRotationalImpulse
llApplyRotationalImpulse( vector force, integer local );
물체에 회전 충격을 줍니다.
역시 물리속성이 체크되어야 작동합니다.
force : 방향 벡터
local : TRUE 인 경우 로컬 벡터, FALSE 인 경우 월드벡터로 작동합니다.

llAsin
float llAsin( float val );
실수값(-1 ~ 1)의 아크싸인 값을 구합니다.
- PI * 2

~ + PI * 2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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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tan2
float llAtan2( float y, float x );
두 값을 기점으로 한 아크 탄젠트 값을 구합니다.

llAttachToAvatar
llAttachToAvatar( integer attach_point );
아이템을 특정지점에 부착합니다.
attach_point : 부착지점
ATTACH_HEAD

2

머리

ATTACH_NOSE

17

코

ATTACH_MOUTH

11

입

ATTACH_FACE_TONGUE
ATTACH_CHIN

12

52

혀

턱

ATTACH_FACE_JAW

47

구강

ATTACH_LEAR

13

왼쪽 귀

ATTACH_REAR

14

오른쪽 귀

ATTACH_FACE_LEAR

48

왼쪽 귀 2

ATTACH_FACE_REAR

49

오른쪽 귀2

ATTACH_LEYE

15

왼쪽 눈

ATTACH_REYE

16

오른쪽 눈

ATTACH_FACE_LEYE

50

왼쪽 눈2

ATTACH_FACE_REYE

51

오른쪽 눈2

ATTACH_NECK

39

목

ATTACH_LSHOULDER

3

왼쪽 어깨

ATTACH_RSHOULDER

4

오른쪽 어깨

ATTACH_LUARM

20

왼팔 윗부분

ATTACH_RUARM

18

오른팔 윗부분

ATTACH_LLARM

21

왼팔 팔뚝

ATTACH_RLARM

19

오른팔 팔뚝

ATTACH_LHAND

5

왼손

ATTACH_RHAND

6

오른손

ATTACH_LHAND_RING1

41

왼손 반지 손가락

ATTACH_RHAND_RING1

42

오른손 반지 손가락

ATTACH_LWING

45

왼쪽쪽 날개

ATTACH_RWING

46

오른쪽 날개

ATTACH_CHEST

1

ATTACH_LEFT_PEC

29

ATTACH_RIGHT_PEC
ATTACH_BELLY

가슴

28

왼 가슴

30

오른 가슴

배
3

ATTACH_BACK

9

등

ATTACH_TAIL_BASE
ATTACH_TAIL_TIP

43

Tail Base

44

꼬리

ATTACH_AVATAR_CENTER
ATTACH_PELVIS
ATTACH_GROIN

10

40

캐릭터 중앙

골반

53

사타구니

ATTACH_LHIP

25

왼쪽히프

ATTACH_RHIP

22

오른쪽 히프

ATTACH_LULEG

26

왼발 상완

ATTACH_RULEG

23

오른발 상완

ATTACH_RLLEG

24

오른발 종아리

ATTACH_LLLEG

27

왼발 종아리

ATTACH_LFOOT

7

왼발

ATTACH_RFOOT

8

오른발

ATTACH_HIND_LFOOT

54

왼발 발꿈치

ATTACH_HIND_RFOOT

55

오른발 발꿈치

ATTACH_HUD_CENTER_1

35

ATTACH_HUD_CENTER_2

허드 중앙2

ATTACH_HUD_TOP_RIGHT

32

ATTACH_HUD_TOP_CENTER
ATTACH_HUD_TOP_LEFT

허드 중앙
허드 위쪽의 오른쪽

33
34

허드 위쪽
허드 위쪽의 왼쪽

ATTACH_HUD_BOTTOM_LEFT

36

ATTACH_HUD_BOTTOM

허드 아래쪽

37

ATTACH_HUD_BOTTOM_RIGHT

38

허드 아래의 왼쪽
허드 아래의 오른쪽

llAttachToAvatarTemp
llAttachToAvatarTemp( integer attach_point );
착용한다는 점에서 llAttachToAvatar 와 동일하나 사용자의 인벤토리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착용을 해제하는 순간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llAvatarOnLinkSitTarget
key llAvatarOnLinkSitTarget( integer link );
링크된 프림에 앉아있는 캐릭터의 UUID 를 반환합니다.
link 값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LINK_ROOT =

1 : 루트프림

LINK_THIS = -4 : 스크립트가 들어 있는 현재 프림
그외 2번부터는 링크된 프림의 링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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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_SET, LINK_ALL_CHILDREN, LINK_ALL_OTHERS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llAvatarOnSitTarget
key llAvatarOnSitTarget( );
현재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프림에 앉아있는 캐릭터의 UUID 를 반환합니다.

llAxes2Rot
rotation llAxes2Rot( vector fwd, vector left, vector up );
축을 로테이션(회전값)으로 변환합니다.
정면방향 fwd, 왼쪽방향 left, 위쪽방향 up 를 입력하여 로테이션값을 얻습니다.

llAxisAngle2Rot
rotation llAxisAngle2Rot( vector axis, float angle );
축과 각도값 ( 0 ~ PI 값 ) 으로 로테이션(회전값)을 구합니다.
샘플
default{
state_entry()
{
vector axis = <0.0, 0.0, 1.0>;
float angle = 90.0 * DEG_TO_RAD;
rotation rot = llAxisAngle2Rot(axis, angle);
vector euler = llRot2Euler(rot) * RAD_TO_DEG;
llOwnerSay((string) euler);
//Says <0.0, 0.0, 90.0> since it is rotating 90 degrees on the Z axis caused by the 1.0 placed in the Z
vector spot.
}}

llDataSizeKeyValue
key llDataSizeKeyValue( );
키-값으로 할당된 사용중인 데이터의 사이즈 용량을 구합니다.
익스퍼리언스 에 사용되는 기능이라는데
오브젝트 기준인지, 파셀 기준인지, 심 기준인지는 테스트해봐야 알 것같군요

llDelete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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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eleteCharacter( );
생성한 오브젝트 캐릭터를 삭제합니다.

llDeleteSubList
list llDeleteSubList( list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
리스트 배열에서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를 삭제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배열의 첫번째 요소가 0번부터 시작합니다.
list1 = llDeleteSubList(list1, 3, 4); // 배열의 4번째, 5번째 항목을 삭제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llDeleteSubString
string llDeleteSubString( string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
문자열에서 시작지점부터 끝지점의 문자열을 삭제합니다.
기준은 byte(바이트) 단위입니다.
str1 = llDeleteSubString( "ABCDE", 2, 3 ); // ABE 가 남습니다.

llDetachFromAvatar
llDetachFromAvatar( );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착용을 해제합니다.
보통 마우스 우클릭해서 detach 하면 아이템이 해제되나 버튼을 누를때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착용해제가 됩니
다.

llDetectedGrab
vector llDetectedGrab( integer number );
터치한 위치의 오프셋 좌표를 벡터로 리턴합니다.

llDetectedGroup
integer llDetectedGroup( integer number );
터치한 사람 또는 센서로 검출된 사람, 또는 충돌한 사람이 오브젝트에 설정한 그룹과 동일한 그룹인 경우 TRUE
아닌 경우 FALSE를 반환합니다.

llDetectedKey
key llDetectedKey( intege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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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한 사람 또는 센서로 검출된 사람이나 오브젝트의 UUID 키값을 구합니다.

llDetectedLinkNumber
integer llDetectedLinkNumber( integer number );
링크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떄 클릭한 링크 오브젝트의 링크 번호를 구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루트 프림에만 들어 있어도 판별 기능이 작동합니다.

llDetectedName
string llDetectedName( integer item );
검출된 사람 또는 아이템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llDetectedOwner
key llDetectedOwner( integer number );
검출된 오브젝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llDetectedPos
vector llDetectedPos( integer number );
검출된 사람 또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llDetectedRot
rotation llDetectedRot( integer number );
검출된 사람 또는 오브젝트의 바라보는 방향을 알아냅니다.
4원수(쿼터니온) 각도값을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Binormal
vector llDetectedTouchBinormal( integer index );
표면에 종법선(기하학) 벡터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Face
integer llDetectedTouchFace( integer index );
터치한 오브젝트의 면번호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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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llDetectedTouchNormal( integer index );
터치한 오브젝트 면의 노말벡터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Pos
vector llDetectedTouchPos( integer index );
오브젝트를 터치한 좌표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ST
vector llDetectedTouchST( integer index );
오브젝트를 터치한 면의 가로, 세로 좌표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UV
vector llDetectedTouchUV( integer index );
오브젝트를 터치한 면의 UV 좌표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ype
integer llDetectedType( integer number );
센서나 충돌등으로 인해 검출된 존재가 사람인지 물체인지 등을 판별합니다.
검출된게 아무도 없는 경우 0 값을,
있는 경우 다음 값중 1가지나 2가지 이상의 복합상태를 반환합니다.
AGENT_BY_LEGACY_NAME 또는 AGENT : 사람
ACTIVE : 물리오브젝트
PASSIVE : 일반오브젝트
SCRIPTED :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

llDetectedVel
vector llDetectedVel( integer number );
검출된 물체 또는 사람의 이동 속도를 리턴합니다.

llDialog
llDialog( key avatar, string message, list buttons, integer channel );
버튼 목록을 제공하는 대화상자를 띄웁니다.
channel 로 llListen 을 먼저 실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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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결과는 listen 이벤트로 반환됩니다.

llDie
llDie( );
오브젝트를 인월드에서 삭제합니다.
자동차 아이템을 만들었다가 샌드박스에서 주인이 내렸을 때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는 기능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
다.

llDumpList2String
string llDumpList2String( list src, string separator );
리스트를 separator 구분자로 하여 하나의 통 문자열로 만들어 반환합니다.llBase64ToInteger

llBase64ToInteger
integer llBase64ToInteger( string str );
base64 문자열을 정수값으로 변환합니다.
base64 란, 일련의 연속된 byte 값을 영어와 숫자를 포함한 64개의 기호로 다시 엮어서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기술
이며 웹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를 base64 인코딩이라고 하며 이 함수는 base64 인코딩된 문장을 다시 숫자값으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샘플
integer value = llBase64ToInteger("3q0AAA==");
lOwnerSay((string)value); // -559087616l 값이 표시됩니다.

llBase64ToString
string llBase64ToString( string str );
base64 문자열을 원본문자열 값으로 변환합니다.

llBreakAllLinks
llBreakAllLinks( );
링크된 모든 프림의 링크를 해제합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PERMISSION_CHANGE_LINKS 권한이 허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llRequestPermissions 명령으로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default {
state_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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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questPermissions( llGetOwner(), PERMISSION_CHANGE_LINKS );
}
run_time_permissions( integer vBitPermissions ){
if (PERMISSION_CHANGE_LINKS & vBitPermissions){
llBreakAllLinks();
}
}
}

llBreakLink
llBreakLink( integer link );
링크된 특정 프림을 링크 해제합니다.
앞고 마찬가지로 PERMISSION_CHANGE_LINKS 권한이 허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llCastRay
list llCastRay( vector start, vector end, list options );
start 좌표부터 end 좌표까지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교차하는 아바타나 물체를 알아냅니다.
options 로는 여러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못 보던 명령어인데 좀 기능을 테스트해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메뉴얼에 있는 대략적인 설명
options
[

RC_REJECT_TYPES, 필터 ]

제외할 유형을 결정합니다. 필터는
제외),

RC_REJECT_AGENTS ( 사람 제외 ),

RC_REJECT_PHYSICAL(물리객체

RC_REJECT_NONPHYSICAL(비물리

객체 제외 ),

RC_REJECT_LAND(토지제외) 중 1개 또는 최대 3개까지 지정 가능하나, 4개를 모두 지정하면 오

류가 납니다.
만일 3개를 동시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합니다.
[

RC_REJECT_TYPES, RC_REJECT_PHYSICAL|RC_REJECT_AGENTS|RC_REJECT_LAND ]

[ RC_DATA_FLAGS, 플래그 ]
반환될 데이터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플래그로는

RC_GET_NORMAL,

RC_GET_ROOT_KEY,

RC_GET_LINK_NUM 이 사용

[ RC_MAX_HITS, 히트수 ]
관통할 최대 갯수를 지정합니다. 히트수는 최대 256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RC_DETECT_PHANTOM, 참거짓

]

TRUE, FALSE 를 지정하여 팬텀 객체를 검색할 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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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eil
integer llCeil( float val );
소숫점을 올림 처리합니다.
8.5 도 8이 되지만 8.1 도 8이 됩니다.
하지만, 음수인 경우 반대로 작동합니다.
-8.5는 -8이 되고, -8.9도 -8이 됩니다.

llClearCameraParams
llClearCameraParams( );
( 크레이캠처럼 ) 카메라로 시점을 변경했다가 원상 복구할 때 사용합니다.

llClearLinkMedia
integer llClearLinkMedia( integer link, integer face );
llSetMedia, llSetLinkMedia 명령으로 링크된 오브젝트의 면에 입혀진 미디어를 클리어합니다.

llClearPrimMedia
integer llClearPrimMedia( integer face );
llSetMedia, llSetLinkMedia 명령으로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현재 오브젝트의 면에 입혀진 미디어를 클리어합니다.

llCloseRemoteDataChannel
llCloseRemoteDataChannel( key channel );
오브젝트에 오픈된 XML-RPC 채널을 닫습니다.파라미터로 오픈할 때 열었던 채널번호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XML-RPC 는 웹, C++, C# 등을 통해서 원격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꽤 유용한 기술입니다.

llCollisionFilter
llCollisionFilter( string name, key id, integer accept );
물체나 캐릭터의 충돌 감지를 필터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체가 캐릭터가 충돌하면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마다 물체마다 각각 감지할지 말지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collision_start 이벤트와 함께 사용합니다.

llCollisionSound
llCollisionSound( string impact_sound, float impact_volu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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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시 감지 사운드를 정합니다.

llCos
float llCos( float theta );
삼각함수 코싸인 값을 구합니다.

llCreateCharacter
llCreateCharacter( list options );
길찾기가 가능한 오브젝트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옵션 설정은 아래와 같으며 복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HARACTER_DESIRED_SPEED, 속도 ] : 속도를 정합니다 : 0.2 ~ 40
[ CHARACTER_RADIUS, 반경 ] : 충돌반경을 정합니다. : 0.125 ~ 50
[ CHARACTER_ORIENTATION, 방향 ] : 캐릭터 방향을 정합니다. :

VERTICAL, HORIZONTAL 중 1개 사용

[ TRAVERSAL_TYPE, 지형이동속도 ] : 지형에서 걸어다니는 속도인듯 한데 정확한 의미는 추가 파악이 필요합
니다.
TRAVERSAL_TYPE_FAST, TRAVERSAL_TYPE_SLOW, TRAVERSAL_TYPE_NON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HARACTER_TYPE,

CHARACTER_TYPE_A,

CHARACTER_TYPE_B,

CHARACTER_TYPE_C,

CHARACTER_TYPE_D, CHARACTER_TYPE_NONE ] : 캐릭터 타입을 지정합니다.
더 많은 옵션이 있으나 이 명령은 상당한 내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본 게시글 위치를 적는 것으로 마칩니다 :)
http://wiki.secondlife.com/wiki/LlCreateCharacter

llCreateKeyValue
key llCreateKeyValue( string k, string v );
오브젝트에 키와 값의 2개 자료를 생성합니다.
반환되는 key 값은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dataserver 이벤트에서 사용할 handle 값입니다.

llCreateLink
llCreateLink( key target, integer parent );
현재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오브젝트에 target 오브젝트 링크를 시도합니다.
parent 는 false 를 줄 경우 target 오브젝트가 루트 프림이 되고,
true를 줄 경우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오브젝트가 루트 프림이 됩니다.

llCSV2List
list llCSV2List( string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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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마로 구분된 문자열을 리스트로 나누어서 반환합니다.

llDataSizeKeyValue
key llDataSizeKeyValue( );
키-값으로 할당된 사용중인 데이터의 사이즈 용량을 구합니다.
익스퍼리언스 에 사용되는 기능이라는데
오브젝트 기준인지, 파셀 기준인지, 심 기준인지는 테스트해봐야 알 것같군요

llDeleteCharacter
llDeleteCharacter( );
생성한 오브젝트 캐릭터를 삭제합니다.

llDeleteSubList
list llDeleteSubList( list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
리스트 배열에서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를 삭제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배열의 첫번째 요소가 0번부터 시작합니다.
list1 = llDeleteSubList(list1, 3, 4); // 배열의 4번째, 5번째 항목을 삭제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llDeleteSubString
string llDeleteSubString( string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
문자열에서 시작지점부터 끝지점의 문자열을 삭제합니다.
기준은 byte(바이트) 단위입니다.
str1 = llDeleteSubString( "ABCDE", 2, 3 ); // ABE 가 남습니다.

llDetachFromAvatar
llDetachFromAvatar( );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착용을 해제합니다.
보통 마우스 우클릭해서 detach 하면 아이템이 해제되나 버튼을 누를때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착용해제가 됩니
다.

llDetectedGrab
vector llDetectedGrab( intege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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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한 위치의 오프셋 좌표를 벡터로 리턴합니다.

llDetectedGroup
integer llDetectedGroup( integer number );
터치한 사람 또는 센서로 검출된 사람, 또는 충돌한 사람이 오브젝트에 설정한 그룹과 동일한 그룹인 경우 TRUE
아닌 경우 FALSE를 반환합니다.

llDetectedKey
key llDetectedKey( integer number );
터치한 사람 또는 센서로 검출된 사람이나 오브젝트의 UUID 키값을 구합니다.

llDetectedLinkNumber
integer llDetectedLinkNumber( integer number );
링크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떄 클릭한 링크 오브젝트의 링크 번호를 구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루트 프림에만 들어 있어도 판별 기능이 작동합니다.

llDetectedName
string llDetectedName( integer item );
검출된 사람 또는 아이템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llDetectedOwner
key llDetectedOwner( integer number );
검출된 오브젝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llDetectedPos
vector llDetectedPos( integer number );
검출된 사람 또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llDetectedRot
rotation llDetectedRot( integer number );
검출된 사람 또는 오브젝트의 바라보는 방향을 알아냅니다.
4원수(쿼터니온) 각도값을 리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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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etectedTouchBinormal
vector llDetectedTouchBinormal( integer index );
표면에 종법선(기하학) 벡터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Face
integer llDetectedTouchFace( integer index );
터치한 오브젝트의 면번호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Normal
vector llDetectedTouchNormal( integer index );
터치한 오브젝트 면의 노말벡터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Pos
vector llDetectedTouchPos( integer index );
오브젝트를 터치한 좌표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ST
vector llDetectedTouchST( integer index );
오브젝트를 터치한 면의 가로, 세로 좌표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ouchUV
vector llDetectedTouchUV( integer index );
오브젝트를 터치한 면의 UV 좌표를 리턴합니다.

llDetectedType
integer llDetectedType( integer number );
센서나 충돌등으로 인해 검출된 존재가 사람인지 물체인지 등을 판별합니다.
검출된게 아무도 없는 경우 0 값을,
있는 경우 다음 값중 1가지나 2가지 이상의 복합상태를 반환합니다.
AGENT_BY_LEGACY_NAME 또는 AGENT : 사람
ACTIVE : 물리오브젝트
PASSIVE : 일반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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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ED :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

llDetectedVel
vector llDetectedVel( integer number );
검출된 물체 또는 사람의 이동 속도를 리턴합니다.

llDialog
llDialog( key avatar, string message, list buttons, integer channel );
버튼 목록을 제공하는 대화상자를 띄웁니다.
channel 로 llListen 을 먼저 실행하여야 하며
선택 결과는 listen 이벤트로 반환됩니다.

llDie
llDie( );
오브젝트를 인월드에서 삭제합니다.
자동차 아이템을 만들었다가 샌드박스에서 주인이 내렸을 때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는 기능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
다.

llDumpList2String
string llDumpList2String( list src, string separator );
리스트를 separator 구분자로 하여 하나의 통 문자열로 만들어 반환합니다.

llEdgeOfWorld
integer llEdgeOfWorld( vector pos, vector dir );
pos 위치로부터 dir 방향이 심의 끝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llEjectFromLand
llEjectFromLand( key avatar );
특정사람을 땅에서 쫓아냅니다.

llEmail
llEmail( string address, string subject, string message );
인터넷 이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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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네이버의 경우 스팸 필터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

llEscapeURL
llEscapeURL( string url );
웹 기능에 주로 활용하는 기능으로 문장을 URL 형식으로 인코딩합니다.
string url = "안녕";
default
{
state_entry()
{
llSay(0, llEscapeURL(url));
}
}
출력
Object: %EC%95%88%EB%85%95

llEuler2Rot
rotation llEuler2Rot( vector v );
오일러 각을 로테이션(사원수) 값으로 변환합니다.
1초 단위로 아무데나 보는 스크립트 예제)
default
{
state_entry()
{
llSetTimerEvent(1);
}
timer()
{
llSetRot(llEuler2Rot(<0, 0, llFrand(360) >));
}
}

llEvade
llEvade( key target, list options );
오브젝트 캐릭터가 target 으로부터 자기 몸을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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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정말 있는지 한번 나중에 테스트해봐야 겠네요.
option 기능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llExecCharacterCmd
llExecCharacterCmd( integer command, list options );
오브젝트 캐릭터에게 점프하거나 중지하는 등 특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llExecCharacterCmd( CHARACTER_CMD_JUMP, [ 높이] );

// 점프

llExecCharacterCmd( CHARACTER_CMD_SMOOTH_STOP, [ ] );

// 천천히 정지

llExecCharacterCmd( CHARACTER_CMD_STOP, [ ] ); // 정지

llFabs
float llFabs( float val );
절대값을 구합니다. -12.4 입력시 12.4를 반환합니다.

llFleeFrom
llFleeFrom( vector position, float distance, list options );
오브젝트 캐릭터가 특정위치에서 지정거리만큼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position : 위치
distabce : 거리
options : 지원되지 않습니다.

llFloor
integer llFloor( float val );
소숫점을 자른 결과를 반환합니다.

llForceMouselook
llForceMouselook( integer mouselook );
1인칭 모드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mouselook : TRUE ( 1인칭 모드 설정 )
mouselook : FALSE ( 1인칭 모드 해제 )

llFrand
float llFrand( float m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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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지정수치까지의 랜덤한 난수를 발생합니다.
소숫점으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llGenerateKey
key llGenerateKey( );
새로운 유일한 UUID 키를 생성합니다.

llGetAccel
vector llGetAccel()
현재 이동 방향에 대한 속도 벡터를 반환합니다.
물리 오브젝트에 적용됩니다.

llGetAgentInfo
integer llGetAgentInfo(key id)
내 캐릭터의 현재 동작 상태를 얻습니다.
비트필드로 2개 이상의 값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AGENT_FLYING 날고 있는 중 0x0001
AGENT_ATTACHMENTS 착용여부 0x0002
AGENT_SCRIPTED 스크립트 아이템 착용여부 0x0004
AGENT_MOUSELOOK 1인칭 시점 여부 0x0008
AGENT_SITTING 앉아있음 0x0010
AGENT_ON_OBJECT 오브젝트에 앉아 있음 0x0020
AGENT_AWAY 어웨이(잠수) 0x0040
AGENT_WALKING 걷는 중 0x0080
AGENT_IN_AIR 공중에 떠 있는 중 0x0100
AGENT_TYPING 타이핑중 0x0200
AGENT_CROUCHING 쭈그리고 앉아 있는 중 0x0400
AGENT_BUSY 바쁨 상태 'BUSY' 0x0800
AGENT_ALWAYS_RUN 달리는 중 0x1000

llGetAgentLanguage
string llGetAgentLanguage( key avatar );
ko, en, jp 와 같은 사용자의 뷰어 언어를 알아냅니다.
크레이 한/영 스킨 사용시 'ko'가 반환됩니다.

llGetAgentSize
vector llGetAgentSize(key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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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키 높이를 알아냅니다.

llGetAlpha
float llGetAlpha(integer face)
오브젝트 특정면의 투명도를 얻습니다.
0.0 ~ 1.0 을 반환합니다.
참고로 llSetAlpha.명령어로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lGetAndResetTime
float llGetAndResetTime()
스크립트 실행시간을 반환하고 실행시간을 0으로 리셋합니다.
더블클릭을 구현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을듯하군요 :)

llGetAnimation
string llGetAnimation(key id)
캐릭터의 현재 실행중인 애니메이션을 알아냅니다.
애니메이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Crouching
Hovering
Hovering Down
Hovering Up
Jumping
PreJumping
Running
Sitting on Ground
Standing
Striding
Flying
FlyingSlow
Falling Down
Landing
Soft Landing
CrouchWalking
Turning Left
Turning Right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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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etAnimationList. 명령어를 사용하면 2개 이상의 동시 재생중인 애니메이션 목록도 얻을 수 있습니다.

llGetAnimationList
list llGetAnimationList(key id)
캐릭터의 재생중인 애니메이션 목록을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llGetAnimationOverride
string llGetAnimationOverride( string anim_state );
AO 아이템으로 인해 원래 동작이 바뀐 애니메이션 목록을 반환합니다.
anim_state 에는 아래 내용이 문자열로 입력됩니다.
Crouching
Hovering
Hovering Down
Hovering Up
Jumping
PreJumping
Running
Sitting on Ground
Standing
Striding
Flying
FlyingSlow
Falling Down
Landing
Soft Landing
CrouchWalking
Turning Left
Turning Right
Walking

llGetAttached
integer llGetAttached()
스크립트가 들어 있는 이 오브젝트가 현재 어디 착용되어 있는지 반환합니다.
ATTACH_HEAD 2
ATTACH_NOSE 17
ATTACH_MOUTH 11
ATTACH_FACE_TONGUE 52
ATTACH_CHI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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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FACE_JAW 47
ATTACH_LEAR 13
ATTACH_REAR 14
ATTACH_FACE_LEAR 48
ATTACH_FACE_REAR 49
ATTACH_LEYE 15
ATTACH_REYE 16
ATTACH_FACE_LEYE 50
ATTACH_FACE_REYE 51
ATTACH_NECK 39
ATTACH_LSHOULDER 3
ATTACH_RSHOULDER 4
ATTACH_LUARM 20
ATTACH_RUARM 18
ATTACH_LLARM 21
ATTACH_RLARM 19
ATTACH_LHAND 5
ATTACH_RHAND 6
ATTACH_LHAND_RING1 41
ATTACH_RHAND_RING1 42
ATTACH_LWING 45
ATTACH_RWING 46
ATTACH_CHEST 1
ATTACH_LEFT_PEC 29
ATTACH_RIGHT_PEC 30
ATTACH_BELLY 28
ATTACH_BACK 9
ATTACH_TAIL_BASE 43
ATTACH_TAIL_TIP 44
ATTACH_AVATAR_CENTER 40
ATTACH_PELVIS 10
ATTACH_GROIN 53
ATTACH_LHIP 25
ATTACH_RHIP 22
ATTACH_LULEG 26
ATTACH_RULEG 23
ATTACH_RLLEG 24
ATTACH_LLLEG 27
ATTACH_LFOOT 7
ATTACH_RFOOT 8
ATTACH_HIND_LFOOT 54
ATTACH_HIND_RFOOT 55
ATTACH_HUD_CENTER_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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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HUD_TOP_RIGHT 32
ATTACH_HUD_TOP_CENTER 33
ATTACH_HUD_TOP_LEFT 34
ATTACH_HUD_CENTER_1 35
ATTACH_HUD_BOTTOM_LEFT 36
ATTACH_HUD_BOTTOM 37
ATTACH_HUD_BOTTOM_RIGHT 38

llGetAttachedList
list llGetAttachedList( key avatar );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 오브젝트만 ) 목록을 UUID 로 반환합니다.

llGetBoundingBox
list llGetBoundingBox(key object)
캐릭터의 바운딩 상자를 리턴합니다.
키와 다른 점은 앉아있을 때 높이가 다르다고 하네요
동일 심에 있어야만 측정됩니다.

llGetCameraPos
vector llGetCameraPos()
바라보는 내 시점의 위치를 리턴합니다.
PERMISSION_TRACK_CAMERA 퍼미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llGetCameraRot
rotation llGetCameraRot()
바라보는 내 방향을 각도값(사원수값)으로 얻습니다.
역시 PERMISSION_TRACK_CAMERA 퍼미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llGetCenterOfMass
vector llGetCenterOfMass()
테스트 필요

llGetClosestNavPoint
list llGetClosestNavPoint( vector point, list options );
가장 근접한 네비메시이 위치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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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으로는 다음값이 사용됩니다.
[ GCNP_RADIUS, 거리 ]
[ GCNP_STATIC, TRUE 또는 FALSE ]
[ CHARACTER_TYPE,

CHARACTER_TYPE_A 또는 CHARACTER_TYPE_B 또는 CHARACTER_TYPE_C 또는

CHARACTER_TYPE_D 또는 CHARACTER_TYPE_NONE

]

llGetColor
vector llGetColor(integer face)
오브젝트 특정면의 색상값을 얻습니다.
참고로 llSetColor 명령으로 색상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lGetCreator
key llGetCreator()
현재 오브젝트의 아이템을 만든 사람을 알아냅니다.

llGetDate
string llGetDate()
UTC 시간 기준으로 날짜를 얻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과 다릅니다.

llGetDisplayName
string llGetDisplayName( key id );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이름을 얻습니다.

llGetEnergy
float llGetEnergy()
오브젝트의 에너지라는데 확인을 위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llGetEnv
llGetEnv( string name );
심의 현재 설정 정보 및 상태를 얻습니다.
입력 파라미터 name 으로 다음 값이 사용됩니다.
"agent_limit" 인원 제한
"dynamic_pathfinding"

다이나믹 패스 파인딩, "enabled" 또는 "disabled" 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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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_id" : 심의 일련번호 반환, 메인랜드는 1을 반환합니다.
"estate_name"

: 심의 이름을 반환

"frame_number"

: 프레임번호(?) 를 반환합니다.

"region_cpu_ratio" : 심 서버의 CPU 갯수를 반환합니다.
"region_idle"

: 유휴상태를 반환합니다.

"region_product_name" :
심 유형을 반환합니다.
"Estate / Full Region", "Mainland / Homestead", "Estate / Openspace",
"Estate / Full Region - Skill Gaming" 등
"region_product_sku"
"region_start_time"

: 프로덕트 넘버 반환

: 심 서버가 시작된 시간을 반환

"sim_channel" : 심의채널 정보. 예를 들면 "Second Life Server".
"sim_version" . 심의 서버 버전정보를 반환합니다.
"simulator_hostname" : 심의 호스트정보를 알아냅니다. llGetSimulatorHostname() 명령과 같은데 지연시간이 없
습니다.
"region_max_prims"

: 최대 허용 프림수

"region_object_bonus"

: 오브젝트 보너스

llGetExperienceDetails
list llGetExperienceDetails( key experience_id );
경험 심의 상세 정보를 얻습니다.
아래와 같은 6개의 정보를 리스트로 리턴합니다
[ string 경험명, key 소유자키, key 경험아이디, integer 상태, string 상태메시지, key 그룹키 ]

llGetExperienceErrorMessage
string llGetExperienceErrorMessage( integer error );
경험심의 오류 문구를 반환합니다.

llGetForce
vector llGetForce()
물리벡터를 반환합니다.

llGetFreeMemory
integer llGetFreeMemory()
스크립트 1개 기준으로 남은 메모리량을 반환합니다.

llGetFreeU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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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er llGetFreeURLs( );
오브젝트를 웹서버로 만들어주는 데에는 갯수 제한이 있습니다.
남은 갯수를 반환합니다.

llGetGeometricCenter
vector llGetGeometricCenter()
루트프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연결된 지오메트릭 중심점을 얻습니다.

llGetGMTclock
float llGetGMTclock()
GMT 시간을 얻습니다.
GMT 시간은 런던을 기점으로 하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며,
1925년 2월 5일부터 흘러간 시간을 얻습니다.

llGetHTTPHeader
string llGetHTTPHeader( key request_id, string header );
웹요청이 들어올 때 헤더 값을 얻습니다.
http_request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lGetInventoryCreator
key llGetInventoryCreator(string item)
이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의 인벤토리 안에 있는 item 의 만든사람을 알아냅니다.

llGetInventoryKey
key llGetInventoryKey(string name)
이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의 인벤토리 안에 있는 item 의 키를 알아냅니다.

llGetInventoryName
string llGetInventoryName(integer type, integer number)
이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의 인벤토리 안에 number 순번에 해당하는 아이템 이름을 얻습니다.
type 이 INVENTORY_ALL 인 경우 모든 아이템을 대상으로 하만
다른 type 을 주어 특정 종류만 골라서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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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_ANIMATION 애니메이션
INVENTORY_BODYPART 신체부위
INVENTORY_CLOTHING 의상
INVENTORY_GESTURE 제스쳐
INVENTORY_GESTURE 랜드마크 ( 즐겨찾기 )
INVENTORY_OBJECT 오브젝트
INVENTORY_SCRIPT 스크립트
INVENTORY_SOUND 사운드
INVENTORY_TEXTURE 텍스쳐

llGetInventoryNumber
integer llGetInventoryNumber(integer type);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몇개 들었나 반환합니다.
llGetInventoryName 함수처럼 유형별 코드를 주면 유형별로 각각 몇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llGetInventoryPermMask
integer llGetInventoryPermMask(string item, integer category)
인벤토리 아이템의 퍼미션을 얻습니다.
category 는 기본권한을 요청하는 것인지 소유주 권한인지, 그룹권한인지, 모든사람권한인지 다음 소유주권한인지
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리턴값으로는 다중 비트값으로 노출됩니다.
PERM_ALL : 모든 권한 허용
PERM_COPY : 복사권한 허용
PERM_MODIFY 수정권한 허용
PERM_MOVE 이동권한 허용
PERM_TRANSFER 전달권한 허용

llGetInventoryType
integer llGetInventoryType( string name );
인벤토리에 들어 있는 아이템의 타입을 얻습니다.
타입유형은 llGetInventoryName 을 참조하세요

llGetKey
key llGetKey()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오브젝트 ( 프림 ) 의 현재 UUID키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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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etLandOwnerAt
key llGetLandOwnerAt(vector pos)
pos 위치의 소유주 key를 얻습니다.

llGetLinkKey
key llGetLinkKey(integer linknum)
묶여있는 오브젝트에서 연결된 linknum 순번에 해당하는 프림의 UUID 키를 얻습니다.

llGetLinkMedia
list llGetLinkMedia( integer link, integer face, list params );
프림 표면에서 재생중인 미디어 정보를 얻습니다.
매우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우선 아래 URL을 참조해 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GetLinkMedia

llGetLinkName
string llGetLinkName(integer linknum)
오브젝트에 링크된 linknum 순번의 프림 오브젝트명을 얻습니다.

llGetLinkNumber
integer llGetLinkNumber()
오브젝트에 링크된 프림의 갯수를 얻습니다. 0이면 링크없으며, 1인 경우 루트프림에 1개가 묶인 경우입니다. ( 2
개 )

llGetLinkNumberOfSides
integer llGetLinkNumberOfSides( integer link );
링크된 프림의 표면 갯수를 얻습니다.

llGetLinkPrimitiveParams
list llGetPrimitiveParams( list params );
링크된 프림의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얻습니다.
만들기 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링크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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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iki.secondlife.com/wiki/LlGetLinkPrimitiveParams#llGetLinkPrimitiveParams

llGetListEntryType
integer llGetListEntryType(list src, integer index)
리스트에서 순번에 해당하는 요소의 변수 타입을 얻습니다.
변수 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TYPE_INTEGER
TYPE_FLOAT
TYPE_STRING
TYPE_KEY
TYPE_VECTOR
TYPE_ROTATION
TYPE_INVALID

llGetListLength
integer llGetListLength(list src)
리스트의 요소수를 얻습니다.

llGetLocalPos
vector llGetLocalPos()
로컬 좌표를 얻습니다. 루트프림에 묶인 차일드 프림의 상대위치를 얻을 때 사용합니다.

llGetLocalRot
rotation llGetLocalRot()
로컬 로테이션을 얻습니다. 루트프림에 묶인 차일드 프림의 상대각도를 얻을 때 사용합니다.

llGetMass
float llGetMass()
오브젝트의 무게를 리턴합니다. 린도그램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하네요

llGetMassMKS
float llGetMassMKS( );
착용된 아이템의 킬로그램 단위의 무게를 리턴한다고 합니다. 테스트해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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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etMaxScaleFactor
llGetMaxScaleFactor( );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최대 비율을 얻습니다.

llGetMemoryLimit
integer llGetMemoryLimit( );
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를 얻습니다.

llGetMinScaleFactor
float llGetMinScaleFactor( );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최소 비율을 얻습니다.

llGetNextEmail
llGetNextEmail(string address, string subject)
오브젝트로 메일을 수신할 때 메일을 읽는 명령입니다.
메일이 있는 경우 email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llGetNotecardLine
key llGetNotecardLine(string name, integer line)
name 노트카드의 line

번째 행을 읽습니다.

llGetNumberOfNotecardLines
key llGetNumberOfNotecardLines(string name)
노트카드의 행수를 받아옵니다.

llGetNumberOfPrims
integer llGetNumberOfPrims()
링크된 프림의 갯수를 받아옵니다

llGetNumberOfSides
integer llGetNumberOfS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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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림의 면 수를 받아옵ㄴ다.

llGetObjectDesc
string llGetObjectDesc()
오브젝트 설명을 받아옵니다.

llGetObjectDetails
list llGetObjectDetails( key id, list params );
오브젝트의 상세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받아옵니다.
매우 기능이 많은 종합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
http://wiki.secondlife.com/wiki/LlGetObjectDetails

llGetObjectMass
float llGetObjectMass(key id)
id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mass를 반환합니다.
mass 가 무게인지 복잡도인지는 테스트해봐야 알겠군요 :)

llGetObjectName
string llGetObjectName()
오브젝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llGetObjectPermMask
integer llGetObjectPermMask(integer mask)
mask 소유자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퍼미션을 받아옵니다.

llGetObjectPrimCount
integer llGetObjectPrimCount(key id)
id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프림 갯수를 반환합니다.
캐릭터인 경우 아마도 착용한 모든 갯수를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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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etOmega
vector llGetOmega()
llTargetOmega 로 회전시킨 오브젝트의 회전벡터를 얻습니다.

llGetOwner
key llGetOwner()
오브젝트의 소유주를 얻습니다.

llGetOwnerKey
key llGetOwnerKey(key id)
id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소유주를 얻습니다.

llGetParcelDetails
list llGetParcelDetails(vector pos, list details)
특정위치(pos)의 파셀 상세정보를 얻습니다.
details 배열에 각 항목을 요청할 항목을 명시하여 나열 가능합니다.
요청값 details 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
PARCEL_DETAILS_NAME : 파셀 이름
PARCEL_DETAILS_DESC : 파셀 설명
PARCEL_DETAILS_OWNER : 파셀의 주인
PARCEL_DETAILS_GROUP : 파셀의 그룹
PARCEL_DETAILS_AREA : 파셀의 면적

llGetParcelFlags
integer llGetParcelFlags(vector pos)
특정위치(pos)의 파셀의 권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래값의 조합으로 결과가 반환됩니다.
PARCEL_FLAG_ALLOW_FLY : 비행
PARCEL_FLAG_ALLOW_SCRIPTS : 스크립트 허용
PARCEL_FLAG_ALLOW_LANDMARK : 랜드마크로 찾아올수 있는지 허용
PARCEL_FLAG_ALLOW_TERRAFORM : 지형편집 허용
PARCEL_FLAG_ALLOW_DAMAGE : 데미지 허용
PARCEL_FLAG_ALLOW_CREATE_OBJECTS : 오브젝트 생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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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EL_FLAG_USE_ACCESS_GROUP : 그룹토지로 사용
PARCEL_FLAG_USE_ACCESS_LIST : 거주지 제한 구역여부
PARCEL_FLAG_USE_BAN_LIST : 결제정보를 기반한 엑세스 제한을 포함한 금지목록 여부
PARCEL_FLAG_USE_LAND_PASS_LIST : 확인 필요
PARCEL_FLAG_LOCAL_SOUND_ONLY : 사운드 재생 허용 여부
PARCEL_FLAG_RESTRICT_PUSHOBJECT : llPushObject 사용 제한
PARCEL_FLAG_ALLOW_ALL_OBJECT_ENTRY : 아무 사용자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입장 가능한지 여부
PARCEL_FLAG_ALLOW_GROUP_OBJECT_ENTRY : 그룹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입장 가능한지 여부

llGetParcelMaxPrims
integer llGetParcelMaxPrims(vector pos, integer sim_wide)
pos 위치의 최대 프림수를 반환합니다.
sim_wide 가 true 인 경우 전체 랜드, false 인 경우 해당 구역의 프림수를 반환합니다.

llGetParcelMusicURL
string llGetParcelMusicURL( );
현재 파셀의 배경음악을 반환합니다.

llGetParcelPrimCount
integer llGetParcelPrimCount(vector pos, integer category, integer sim_wide)
pos위치 파셀의 소유자 유형별 프림수를 반환합니다.
category 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CEL_COUNT_TOTAL : 전체
PARCEL_COUNT_OWNER : 파셀 주인
PARCEL_COUNT_GROUP : 파셀 주인을 제외한 그룹
PARCEL_COUNT_OTHER : 파셀 주인도 그룹도 아닌 다른 사람
PARCEL_COUNT_SELECTED : 선택된 또는 앉아있는(?) 프림
PARCEL_COUNT_TEMP : 임시 프림수

llGetParcelPrimOwners
list llGetParcelPrimOwners(vector pos)
모든 주민의 오브젝트 소유 갯수 리턴
list 형으로 [ agentKey(키), agentImpact(숫자) ] 요소가 연속되는 배열을 반환합니다.

llGetPermissions
integer llGet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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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에 허용한 권한을 얻습니다.
아래 내용의 조합으로 산출됩니다.
PERMISSION_DEBIT : 지불 권한
PERMISSION_TAKE_CONTROLS : 키보드 일부(좌우상하페이지업다운) 제어 권한
PERMISSION_TRIGGER_ANIMATION : 아바타 애니메이션 재생 권한
PERMISSION_ATTACH : 아이템 착용권한
PERMISSION_CHANGE_LINKS : 오브젝트를 링크하거나 링크를 풀 수 있는 권한
PERMISSION_TRACK_CAMERA : 현재바라보는 위치와 각도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PERMISSION_CONTROL_CAMERA : 바라보는 위치,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
크레이 캠에서 PERMISSION_CONTROL_CAMERA 을 사용합니다 :)

llGetPermissionsKey
key llGetPermissionsKey()
마지막으로 권한을 얻은 사용자의 키를 반환합니다.

llGetPhysicsMaterial
list llGetPhysicsMaterial( );
오브젝트의 물리적 특성을 반환합니다.
4개의 요소가 반환됩니다
[중력, 반환, 마찰, 밀도]

llGetPos
vector llGetPos()
현재 위치를 얻습니다.

llGetPrimitiveParams
list llGetPrimitiveParams(list params)
프림의 속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얻습니다.
매우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므로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GetPrimitiveParams

llGetPrimMediaParams
list llGetPrimMediaParams( integer face, list pa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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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림 표면에 재생가능한 미디어 프림의 아주 상세한 정보를얻습니다.
옵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GetPrimMediaParams

llGetRegionAgentCount
integer llGetRegionAgentCount( );
현재 지역에 입장중인 주민 수를 얻습니다.

llGetRegionCorner
vector llGetRegionCorner()
세컨드라이프 세계 전체 월드에서 심이 위치한 코너 좌표를 얻습니다.

llGetRegionFlags
integer llGetRegionFlags()
지역의 일부 설정 여부 정보를 얻습니다.
아래 값의 조합으로 값이 리턴됩니다.
REGION_FLAG_ALLOW_DAMAGE 1
REGION_FLAG_FIXED_SUN 0x10
REGION_FLAG_BLOCK_TERRAFORM 0x40
REGION_FLAG_SANDBOX 0x100
REGION_FLAG_DISABLE_COLLISIONS 0x1000
REGION_FLAG_DISABLE_PHYSICS 0x4000
REGION_FLAG_BLOCK_FLY 0x80000
REGION_FLAG_ALLOW_DIRECT_TELEPORT 0x100000
REGION_FLAG_RESTRICT_PUSHOBJECT 0x400000

llGetRegionFPS
float llGetRegionFPS()
지역의 fps 속도를 얻습니다.

llGetRegionName
string llGetRegionName()
지역의 이름을 얻습니다.

llGetRegionTimeD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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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llGetRegionTimeDilation()
지역의 지연된 시간을 얻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llGetRootPosition
vector llGetRootPosition()

llGetRootRotation
rotation llGetRootRotation()
착용된 오브젝트의 지역상 중심로테이션을 구합니다.

llGetRot
rotation llGetRot()
오브젝트의 로테이션을 반환합니다. 만일 캐릭터에 착용한 경우 캐릭터의 로테이션이 반환되며,
오브젝트의 로테이션을 알아내려면 llGetLocalRot() 함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llGetScale
vector llGetScale()
오브젝트의 크기를 반환합니다.

llGetScriptName
string llGetScriptName()
현재 실행중인 스크립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llGetScriptState
integer llGetScriptState(string name)
name 스크립트가 실행중인지 아닌지 알아냅니다.
true 인 경우 실행중입니다.

llGetSimStats
float llGetSimStats( integer stat_type );
심의 상태를 알아냅니다.
stat_type 은 아래와 같이 현재 단 한개의 파라미터만 입력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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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_STAT_PCT_CHARS_STEPPED
위 파라미터는 길찾기 오브젝트 캐릭터의 비중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lGetSimulatorHostname
string llGetSimulatorHostname()
심 서버의 호스트이름을 알아냅니다.
이를테면 pride.anni.lindenlab.com 과 같은 것입니다.

llGetSPMaxMemory
integer llGetSPMaxMemory( );
스크립트가 mono 일 때만 유효한 함수이며,
스크립트가 사용한 메모리의 양을 얻습니다.

llGetStartParameter
integer llGetStartParameter()
부모 오브젝트에 의해서 rez 되어 생성된 자식 오브젝트인 경우 부모 오브젝트가 넘어주는 정수 값을 얻어냅니다.

llGetStaticPath
list llGetStaticPath( vector start, vector end, float radius, list params );
길찾기 캐릭터의 상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내용이 매우 방대하니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GetStaticPath

llGetStatus
integer llGetStatus(integer status)
오브젝트의 상태값을 검사합니다.
status 에는 아래가 사용됩니다.
조건에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 를 리턴합니다.
STATUS_PHYSICS

1

// 물리 오브젝트인지 검사

STATUS_ROTATE_X

2

STATUS_ROTATE_Y

4

STATUS_ROTATE_Z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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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_PHANTOM
STATUS_SANDBOX

0x10

// 통과 가능한 오브젝트인지 검사

0x20

STATUS_BLOCK_GRAB
STATUS_DIE_AT_EDGE

0x40
0x80

STATUS_RETURN_AT_EDGE
STATUS_CAST_SHADOW

0x100

0x200

STATUS_BLOCK_GRAB_OBJECT

// 현재 사용안됨
0x400

llGetSubString
string llGetSubString(string source, integer start, integer end)
문자열의 시작위치와 끝위치를 지정하여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한글의 경우 uft-8 바이트 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lGetSunDirection
vector llGetSunDirection()
태양의 방향벡터를 구합니다.

llGetTexture
string llGetTexture(integer side)
오브젝트 side 지정면에 입혀진 텍스쳐의 UUID 키를 구합니다.

llGetTextureOffset
vector llGetTextureOffset(integer side)
오브젝트 side 지정면에 입혀진 텍스쳐의 오프셋 위치를 구합니다.

llGetTextureRot
float llGetTextureRot(integer side)
오브젝트 side 지정면에 입혀진 텍스쳐의 회전각도를 구합니다.

llGetTextureScale
vector llGetTextureScale(integer side)
오브젝트 side 지정면에 입혀진 텍스쳐의 확대/축소치를 구합니다.

llGe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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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llGetTime()
스크립트의 실행시간을 초단위로 구합니다.

llGetTimeOfDay
float llGetTimeOfDay()
심 서버가 재시작한 이후부터의 시간을 초단위로 구합니다.

llGetTimestamp
string llGetTimestamp()
UTC 현재시간을 연도-월-일 시:분:초.밀리초 단위로 구합니다.
시간값은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2018-10-08T12:52:00.235355Z

llGetTorque
vector llGetTorque();
물리오브젝트의 토크 값을 구합니다.

llGetUnixTime
integer llGetUnixTime()
1970년 1월 1일부터 경과된 시간을 초단위로 구합니다.

llGetUsedMemory
integer llGetUsedMemory( );
스크립트가 사용한 메모리를 구합니다.

llGetUsername
string llGetUsername( key id );
UUID 가 id 에 해당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구합니다.
동일한 심 또는 다른 알려진 심에 있을때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llGetVel
vector llGet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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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이동 속도를 벡터값으로 리턴합니다.

llGetWallclock
float llGetWallclock()
심서버 자정 이후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초단위로 리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lGiveInventory
llGiveInventory(key destination, string inventory)
대상에게 오브젝트의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대상은 캐릭터이거나 오브젝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llGiveInventoryList
llGiveInventoryList(key destination, string category, list inventory)
대상에게 오브젝트의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무더기로 한꺼번에 줍니다. category는 폴더명이 됩니다.

llGiveMoney
llGiveMoney(key destination, integer amount)
대상에게 린든달러를 줍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아이템을 주고 착용해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 사용시 PERMISSION_DEBIT 권한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llGround
float llGround(vector offset)
특정 위치의 토지 높이를 반환합니다.

llGroundContour
vector llGroundContour(vector offset);
특정 위치의 토지 윤곽 벡터(?)를 반환합니다. 테스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llGroundNormal
vector llGroundNormal(vector offset);
특정 위치의 노말 벡터를 반환합니다.

llGroundRe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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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roundRepel(float height, integer water, float tau);
땅이나 물 위에 떠 있는 물체 속성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lGroundSlope
vector llGroundSlope(vector offset);
토지의 경사정보를 반환합니다.

llHTTPRequest
key llHTTPRequest( string url, list parameters, string body );
웹페이지를 호출하여 결과를 받습니다.
콜백 key 가 리턴되는데, http_response 이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같은걸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llHTTPResponse
llHTTPResponse( key request_id, integer status, string body );
오브젝트를 웹서버로 사용할 때 http_request 이벤트에서
호출한 사람에게 결과를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llInsertString
string llInsertString( string dst, integer pos, string src );
dst 문자열의 pos 위치에 src 문자열을 삽입합니다.

llInstantMessage
llInstantMessage( key user, string message );
user 사용자에게 귓속말로 채팅을 보냅니다.

llIntegerToBase64
string llIntegerToBase64( integer number );
정수를 base64 인코딩하여 변환합니다.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웹이나 채널통신시 전송량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llJson2List
list llJson2List( string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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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llJsonGetValue
string llJsonGetValue( string json, list specifiers );
JSON 문자열에서 특정항목을 꺼냅니다.

llJsonSetValue
string llJsonSetValue( string json, list specifiers, string value );
JSON 문자열에 특정항목값을 설정합니다.

llJsonValueType
string llJsonValueType( string json, list specifiers );
JSON 문자열에서 특정항목의 변수유형을 반환합니다.
JSON_INVALID
JSON_OBJECT
JSON_ARRAY
JSON_NUMBER
JSON_STRING
JSON_NULL
JSON_TRUE
JSON_FALSE
JSON_DELETE

llKey2Name
string llKey2Name( key id );
UUID 에 해당하는 캐릭터나 오브젝트의 이름을 얻습니다.

llKeyCountKeyValue
key llKeyCountKeyValue( );
경험심에서 키/값의 갯수를 구합니다.
key 는 콜백으로 사용되는 키값이며
dataserver 이벤트로 갯수가 반환됩니다.

llKeysKey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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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llKeysKeyValue( integer first, integer count );
경험심에서 first 순서부터 count 개의 키와 값 구성을 가져옵니다.
dataserver 이벤트로 결과를 수신받습니다.

llLinkParticleSystem
llLinkParticleSystem( integer link, list rules );
링크 프림에서 파티클 특수효과를 재생합니다.
매우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LinkParticleSystem#llLinkParticleSystem

llLinkSitTarget
llLinkSitTarget( integer link, vector offset, rotation rot );
링크된 프림에 캐릭터가 앉을 위치, 바라볼 방향을 설정합니다.

llList2CSV
string llList2CSV( list src );
리스트를 콤마로 구분된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llList2Float
float llList2Float( list src, integer index );
리스트중 하나의 항목을 골라 실수로 변환합니다.

llList2Integer
integer llList2Integer( list src, integer index );
리스트중 하나의 항목을 골라 정수로 변환합니다.

llList2Json
string llList2Json( string type, list values );
리스트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llList2Key
key llList2Key( list src, integer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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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중 하나의 항목을 골라 키로 변환합니다.

llList2List
list llList2List( list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
리스트중 여러 항목을 골라 리스트로 뽑아냅니다.

llList2ListStrided
list llList2ListStrided( list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integer stride );
stride 에 지정된 숫자만큼 건너뛰면서 여러 항목을 골라 리스트로 뽑아냅니다.

llList2Rot
rotation llList2Rot( list src, integer index );
리스트중 한 항목을 골라 3차원 회전각으로 뽑아냅니다.

llList2String
string llList2String( list src, integer index );
리스트중 한 항목을 골라 문자열로 뽑아냅니다.

llList2Vector
vector llList2Vector( list src, integer index );
리스트중 한 항목을 골라 백터로 뽑아냅니다.

llListen
integer llListen( integer channel, string name, key id, string msg );
채널 통신을 위해 채널을 오픈합니다.

llListenControl
llListenControl( integer handle, integer active );
채널통신으로 오픈한 키를 이용해 활성화/비활성화를 조정합니다.

llListenRemove
llListenRemove( integer han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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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통신으로 오픈한 채널을 삭제합니다.

llListFindList
integer llListFindList( list src, list test );
리스트에서 일부구성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검색하여 순서를 반환합니다.
찾지 못한 경우 -1을 반환합니다.

llListInsertList
list llListInsertList( list dest, list src, integer start );
리스트에 특정위치에 다른 리스트를 삽입합닏.

llListRandomize
list llListRandomize( list src, integer stride );
리스트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stride 에 2 이상의 숫자가 주어지면 해당갯수만큼 복수개가 쌍으로 섞입니다.

llListReplaceList
list llListReplaceList( list dest, list src, integer start, integer end );
리스트의 특정범위를 다른 리스트로 치환합니다.

llListSort
list llListSort( list src, integer stride, integer ascending );
리스트를 알파벳순 또는 숫자순으로 정렬합니다.
stride 에 2 이상 주어진 경우 해당 갯수만큼 복수개가 쌍으로 정렬되며
ascending 에 TRUE 가 입력되면 오름차순, 그 이외는 내림차순 정렬됩니다.

llListStatistics
float llListStatistics( integer operation, list src );
리스트를 가지고 통계를 산출합니다.
최대값, 최소값, 합계 등등 다양한 제어방법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ListStatistics

llLoadURL
llLoadURL( key avatar, string message, string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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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내부 또는 외부 브라우저에서 특정한 웹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브라우저를 띄우기전 대화창에 message 문구가 보여집니다.

llLog
float llLog( float val );
수학적으로 자연로그값을 구합니다.

llLog10
float llLog10( float val );
수학적으로 상용로그값을 구합니다.

llLookAt
llLookAt( vector target, float strength, float damping );
오브젝트가 특정 방향벡터의 각도로 향하게 됩니다.

llLoopSound
llLoopSound( string sound, float volume );
소리를 반복 재생합니다.
소리로는 인벤토리의 사운드 또는 UU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은 0.0 ~ 1.0까지 지정가능합니다.

llLoopSoundMaster
llLoopSoundMaster( string sound, float volume );
소리를 반복 재생합니다.

llLoopSoundSlave
llLoopSoundSlave( string sound, float volume );
소리를 반복 재생합니다.

llManageEstateAccess
integer llManageEstateAccess( integer action, key avatar );
내 지역에 특정사용자 또는 그룹을 입장을 허가하거나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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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으로 다음 파라미터가 사용됩니다.
ESTATE_ACCESS_ALLOWED_AGENT_ADD

0x4

ESTATE_ACCESS_ALLOWED_AGENT_REMOVE
ESTATE_ACCESS_ALLOWED_GROUP_ADD

0x8

0x10

ESTATE_ACCESS_ALLOWED_GROUP_REMOVE
ESTATE_ACCESS_BANNED_AGENT_ADD

특정사용자 입장 허가
특정그룹 입장 허가

0x20

0x40

ESTATE_ACCESS_BANNED_AGENT_REMOVE

특정사용자 입장 허가 삭제
특정그룹 입장 허가 삭제

특정사용자 밴 ( 출입거부 )

0x80

특정사용자 밴 ( 출입거부 ) 해제

llMapDestination
llMapDestination( string simname, vector pos, vector look_at );
전체맵을 열면서 텔레포트할 장소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텔레포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llMD5String
string llMD5String( string src, integer nonce );
md5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문자열을 암호화합니다.
32 개의 16진수 문자열이 반환됩니다.

llMessageLinked
llMessageLinked( integer link, integer num, string str, key id );
link 프림으로 정수, 문자열, 키 3개의 파라미터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link 로는 링크프림의 번호 외에도 아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NK_ROOT
LINK_SET

1
-1

루트프림 ( 기본 1번 )
모든 프림

LINK_ALL_OTHERS
Flag

-2

자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프림

Description

LINK_ALL_CHILDREN
LINK_THIS

-4

-3

루트프림을 제외한 모든 프림

자기 자신의 프림만

llMinEventDelay
llMinEventDelay( float delay );
1개의 이벤트가 처리되는 최소지연시간을 지정합니다.

llModifyLand
llModifyLand( integer action, integer bru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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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편집합니다.
LAND_LEVEL
LAND_RAISE
LAND_LOWER

0
1

땅 올리기
2

LAND_SMOOTH
LAND_NOISE

Levels on prim center
땅 내리기
3

4

LAND_REVERT

땅 부드럽게 하기
땅 거칠게 하기

5

땅 복원하기

llModPow
integer llModPow( integer a, integer b, integer c );
a 의 b 제곱을 구한 다음, c 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llMoveToTarget
llMoveToTarget( vector target, float tau );
특정시간(tau 초) 내에 타겟(target)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llName2Key
key llName2Key( string name );
캐릭터의 이름으로 키를 검색합니다. 지역 내에 현재 거주하는 캐릭터만 해당합니다.

llNavigateTo
llNavigateTo( vector pos, list options );
캐릭터 오브젝트가 특정 위치를 찾아가게 합니다.

llOffsetTexture
llOffsetTexture( float u, float v, integer face );
텍스쳐의 UV 위치를 조정합니다. -1.0 ~ 1.0까지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llOpenRemoteDataChannel
llOpenRemoteDataChannel( );
XML-RPC 통신 채널을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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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verMyLand
integer llOverMyLand( key id );
그룹, 캐릭터, 오브젝트가 땅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llOwnerSay
llOwnerSay( string msg );
오브젝트의 주인에게 채팅창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llParcelMediaCommandList
llParcelMediaCommandList( list commandList );
토지 미디어 ( 영상, 음악 ) 등에 대한 다양한 액션을 수행합니다.
토지의 주인만 실행가능한 명령으로 각 정보는 아래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iki.secondlife.com/wiki/LlParcelMediaCommandList

llParcelMediaQuery
list llParcelMediaQuery( list query );
토지 미디어 정보를 얻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iki.secondlife.com/wiki/LlParcelMediaQuery

llParseString2List
list llParseString2List( string src, list separators, list spacers );
문자열을 seperators 구분자로 나누어 리스트배열로 리턴합니다.
spacers 는 구분자로 나누기는 하는데 나누면서 구분자도 하나의 항목이 됩니다.

llParseStringKeepNulls
llParseStringKeepNulls( string src, list separators, list spacers );
llParseString2List과 동일하나 NULL 항목도 함께 생성합니다.

llParticleSystem
llParticleSystem( list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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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른 파티클을 생성합니다. 매우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자세한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ParticleSystem

llPassCollisions
llPassCollisions( integer pass );
충돌시 통과 속성을 설정합니다.

llPassTouches
llPassTouches( integer pass );
터치에 대한 작동여부를 설정합니다.

llPatrolPoints
llPatrolPoints( list patrolPoints, list options );
지정 경로를 순회합니다.

llPlaySound
llPlaySound( string sound, float volume );
소리를 재생합니다.

llPlaySoundSlave
llPlaySoundSlave( string sound, float volume );
소리를 재생합니다.

llPow
float llPow( float base, float exponent );
n제곱을 구합니다.

llPreloadSound
llPreloadSound( string sound );
재생할 소리를 미리 메모리에 로딩해놓습니다.

llPur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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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Pursue( key target, list options );
캐릭터 오브젝트가 대상을 추적합니다.

llPushObject
llPushObject( key target, vector impulse, vector ang_impulse, integer local );
대상 (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 )을 향해 물리적으로 오브젝트에 힘을 가합니다.

llReadKeyValue
key llReadKeyValue( string k );
경험심에서 키에 따른 값을 읽습니다

llRegionSay
llRegionSay( integer channel, string msg )
심 전체에 채널통신메시지를 보냅니다.
0번 채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llRegionSayTo
llRegionSayTo( key target, integer channel, string msg );
심 전체중 특정대상(그룹, 캐릭터, 오브젝트)에게만 채팅을 보냅니다.

llReleaseControls
llReleaseControls( );
키 제어 컨트롤을 해제합니다.

llReleaseURL
llReleaseURL( string url );
웹페이지 본문 호출 ( llRequestURL ) 을 해제합니다.

llRemoteDataReply
llRemoteDataReply( key channel, key message_id, string sdata, integer idata );
XML-RPC 채널 통신시 응답데이터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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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moteLoadScriptPin
llRemoteLoadScriptPin( key target, string name, integer pin, integer running, integer start_param );
대상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전달하고 시작여부 및 시작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llRemoveFromLandBanList
llRemoveFromLandBanList( key avatar );
랜드 밴(추방) 목록에 있는 특정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llRemoveFromLandPassList
llRemoveFromLandPassList( key avatar );
랜드 출입가능 목록에 있는 특정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llRemoveInventory
llRemoveInventory( string item );
오브젝트의 인벤토리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llRemoveVehicleFlags
llRemoveVehicleFlags( integer flags );
탑승물(배, 차, 비행기)의 각종 속성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RemoveVehicleFlags

llRequestAgentData
key llRequestAgentData( key id, integer data );
특정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요청합니다.
data 로 입력되는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DATA_ONLINE

1

온라인인지 여부

DATA_NAME

2

캐릭터 이름

DATA_BORN

3

캐릭터 생성 일자

DATA_RATING
DATA_PAYINFO

4
8

캐릭터 각종 정보
지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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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questDisplayName
key llRequestDisplayName( key id );
특정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이름을 요청합니다.

llRequestExperiencePermissions
llRequestExperiencePermissions( key agent, string name );
경험심에서 특정사용자에게 경험권한을 요청합니다.
경험권한이란 착용, 애니메이션, 카메라 등의 요청을 한번에 하는 것이며,
지불 권한까지 요청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lRequestInventoryData
key llRequestInventoryData( string name );
오브젝트 인벤토리에 있는 랜드마크 아이템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랜드마크 외에 다른 아이템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lRequestPermissions
llRequestPermissions( key agent, integer permissions );
특정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DEBIT

0x2

린든을 지불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TAKE_CONTROLS

0x4

이동제어키와 마우스 제어 조작시 피드백 권한을 요청합니다. 스크립

트가 들어 있는 아이템에 앉아있거나 착용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PERMISSION_TRIGGER_ANIMATION
PERMISSION_ATTACH

0x20

PERMISSION_CHANGE_LINKS
PERMISSION_TRACK_CAMERA

0x10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재생권한을 요청합니다.

오브젝트 착용권한을 요청합니다.
0x80

오브젝트 링크권한을 요청합니다.

0x400

PERMISSION_CONTROL_CAMERA

어느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0x800

기본시점 모드에서 시점을 변경하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기본시

점이란 ESC 키를 눌렀을 경우 보여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PERMISSION_TELEPORT

0x1000

텔레포트로 이동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SILENT_ESTATE_MANAGEMENT

0x4000

RMISSION_OVERRIDE_ANIMATIONS

애니메이션 오버라이드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RETURN_OBJECTS

0x8000
0x10000

토지관리 권한을 요청합니다.

오브젝트 리턴 권한을 요청합니다.

llRequestSecureURL
key llRequestSecure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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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가 간이 웹서버가 될 수 있도록 ssl URL 주소 ( https:// 로 시작하는 주소 )를 요청합니다.
ssl URL 주소는 암호화 통신 웹프로토콜입니다.

llRequestSimulatorData
llRequestSimulatorData( string region, integer data );
특정 심(땅)의 상태를 요청합니다.
region 은 토지명이고,
data 로는 아래 파라미터를 줄 수 있습니다.
DATA_SIM_POS : 심의 광역 좌표
DATA_SIM_STATUS : 서버의 상태
"up"(작동중),
"down"(내려간 상태),
"starting"(시작하는 중),
"stopping"(중지하는 중),
"crashed"(크래쉬됨),
"unknown"(알려지지 않음)
DATA_SIM_RATING
"PG"

: 심의 등급

: 일반

"MATURE"
"ADULT"

: 중간
: 성인

"UNKNOWN"

: 알려지지 않음

llRequestURL
key llRequestURL( );
오브젝트가 간이 웹서버가 될 수 있도록 http URL 주소 ( http:// 로 시작하는 주소 )를 요청합니다.

llRequestUserKey
key llRequestUserKey( string username );
특정사용자의 아이디명으로 UID를 요청합니다.
data_server 이벤트로 결과가 콜백됩니다.

llRequestUsername
key llRequestUsername( key id );
특정사용자의 UUID로 아이디명을 요청합니다.
data_server 이벤트로 결과가 콜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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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setAnimationOverride

I

llResetAnimationOverride( string anim_state );
애니메이션 동작의 오버라이딩을 초기화합니다.
anim_state 에 "All"을 주면 모두 초기화되며
개별 동작을 초기화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Crouching"

웅크림

"CrouchWalking"

웅크리고 걷기

"Falling Down"
"Flying"

낙하

비행

"FlyingSlow"

느린 비행

"Hovering"
"Hovering Down"
"Hovering Up"
"Jumping"

점프

"Landing"

착지시점

"PreJumping"
"Running"
"Sitting"

점프시작시점
달리기

앉기

"Sitting on Ground"
"Standing"

서기

"Standing Up"
"Striding"

땅에 앉기

일어서는 시점

성큼성큼 걷기

"Soft Landing"

짧은 거리 착지

"Taking Off"
"Turning Left"

왼쪽으로 회전

"Turning Right"
"Walking"

오른쪽으로 회전

걷기

llResetLandBanList
llResetLandBanList( );
랜드 추방사용자 명단을 초기화합니다.

llResetLandPassList
llResetLandPassList( );
랜드 출입사용자 명단을 초기화합니다.

llResetOther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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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setOtherScript( string name );
동일한 오트젝트의 다른 스크립트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는 순간 스크립트를 저장한것과 같으며 state_entry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llResetScript
llResetScript( );
현재 스크립트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는 순간 스크립트를 저장한것과 같으며 state_entry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llResetTime
llResetTime( );
스크립트 실행시작부터 흘러간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llReturnObjectsByID
integer llReturnObjectsByID( list objects );
리스트목록에 있는 UUID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을 토지에서 각 소유주의 인벤토리로 반환합니다.
PERMISSION_RETURN_OBJECTS 권한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llReturnObjectsByOwner
integer llReturnObjectsByOwner( key owner, integer scope );
특정사용자 또는 특정그룹이 소유주인 오브젝트들을 토지에서 각 소유주의 인벤토리로 반환합니다.
역시 PERMISSION_RETURN_OBJECTS 권한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cope 로는 아래 파라미터가 올 수 있습니다.
땅의 오브젝트를 날리는 명령인만큼 위험성이 있어 각 옵션의 차이점은 테스트해 후 공개해야 할 듯 합니다.
OBJECT_RETURN_PARCEL
OBJECT_RETURN_PARCEL_OWNER
OBJECT_RETURN_REGION

llRezAtRoot
llRezAtRoot( string inventory, vector position, vector velocity, rotation rot, integer param );
인벤토리의 특정 오브젝트를 루트프림 기준으로 특정위치, 이동방향(속도), 회전각으로 생성합니다.
param 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정수 파라미터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회전된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위치 및 회전각을 잡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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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zObject
llRezObject( string inventory, vector pos, vector vel, rotation rot, integer param );
인벤토리의 특정 오브젝트를 루트프림 기준으로 특정위치, 이동방향(속도), 회전각으로 생성합니다.
param 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정수 파라미터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llRot2Angle
float llRot2Angle( rotation rot );
3차원 회전각을 각도로 변환합니다.

llRot2Axis
vector llRot2Axis( rotation rot );
3차원 회전각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llRot2Euler
vector llRot2Euler( rotation quat );
3차원 회전각을 Euler 벡터로 변환합니다.

llRot2Fwd
vector llRot2Fwd( rotation q );
3차원 회전각의 정면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Rot2Left
vector llRot2Left( rotation q );
3차원 회전각의 좌측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Rot2Up
vector llRot2Up( rotation q );
3차원 회전각의 위쪽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RotateTexture
llRotateTexture( float angle, integer 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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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특정 표면의 텍스쳐를 angle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llRotBetween
rotation llRotBetween( vector start, vector end )
벡터 start 에서 vector end 에 도달하는 3차원 회전각을 구합니다.

llRotLookAt
llRotLookAt( rotation target_direction, float strength, float damping );
대상 3차원 회전각으로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힘(strength)과 감속(damping)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llRotTarget
integer llRotTarget( rotation rot, float error );
대상 3차원 회전각으로 회전합니다.

llRotTargetRemove
llRotTargetRemove( integer handle );
3차원 회전각으로 회전중 동작을 중지합니다.

llRound
integer llRound( float val );
소숫점을 반올림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llReadKeyValue
key llReadKeyValue( string k );
경험심에서 키에 따른 값을 읽습니다

llRegionSay
llRegionSay( integer channel, string msg )
심 전체에 채널통신메시지를 보냅니다.
0번 채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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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gionSayTo
llRegionSayTo( key target, integer channel, string msg );
심 전체중 특정대상(그룹, 캐릭터, 오브젝트)에게만 채팅을 보냅니다.

llReleaseControls
llReleaseControls( );
키 제어 컨트롤을 해제합니다.

llReleaseURL
llReleaseURL( string url );
웹페이지 본문 호출 ( llRequestURL ) 을 해제합니다.

llRemoteDataReply
llRemoteDataReply( key channel, key message_id, string sdata, integer idata );
XML-RPC 채널 통신시 응답데이터를 전송합니다.

llRemoteLoadScriptPin
llRemoteLoadScriptPin( key target, string name, integer pin, integer running, integer start_param );
대상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전달하고 시작여부 및 시작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llRemoveFromLandBanList
llRemoveFromLandBanList( key avatar );
랜드 밴(추방) 목록에 있는 특정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llRemoveFromLandPassList
llRemoveFromLandPassList( key avatar );
랜드 출입가능 목록에 있는 특정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llRemoveInventory
llRemoveInventory( string item );
오브젝트의 인벤토리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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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moveVehicleFlags
llRemoveVehicleFlags( integer flags );
탑승물(배, 차, 비행기)의 각종 속성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RemoveVehicleFlags

llRequestAgentData
key llRequestAgentData( key id, integer data );
특정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요청합니다.
data 로 입력되는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DATA_ONLINE

1

온라인인지 여부

DATA_NAME

2

캐릭터 이름

DATA_BORN

3

캐릭터 생성 일자

DATA_RATING
DATA_PAYINFO

4
8

캐릭터 각종 정보
지불정보

llRequestDisplayName
key llRequestDisplayName( key id );
특정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이름을 요청합니다.

llRequestExperiencePermissions

I

llRequestExperiencePermissions( key agent, string name );
경험심에서 특정사용자에게 경험권한을 요청합니다.
경험권한이란 착용, 애니메이션, 카메라 등의 요청을 한번에 하는 것이며,
지불 권한까지 요청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lRequestInventoryData
key llRequestInventoryData( string name );
오브젝트 인벤토리에 있는 랜드마크 아이템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랜드마크 외에 다른 아이템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lRequestPermissions
llRequestPermissions( key agent, integer permi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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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DEBIT

0x2

린든을 지불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TAKE_CONTROLS

0x4

이동제어키와 마우스 제어 조작시 피드백 권한을 요청합니다. 스크립

트가 들어 있는 아이템에 앉아있거나 착용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PERMISSION_TRIGGER_ANIMATION
PERMISSION_ATTACH

0x20

PERMISSION_CHANGE_LINKS

0x10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재생권한을 요청합니다.

오브젝트 착용권한을 요청합니다.
0x80

PERMISSION_TRACK_CAMERA

오브젝트 링크권한을 요청합니다.

0x400

PERMISSION_CONTROL_CAMERA

어느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0x800

기본시점 모드에서 시점을 변경하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기본시

점이란 ESC 키를 눌렀을 경우 보여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PERMISSION_TELEPORT

0x1000

텔레포트로 이동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SILENT_ESTATE_MANAGEMENT

0x4000

RMISSION_OVERRIDE_ANIMATIONS

애니메이션 오버라이드 권한을 요청합니다.

PERMISSION_RETURN_OBJECTS

0x8000
0x10000

토지관리 권한을 요청합니다.

오브젝트 리턴 권한을 요청합니다.

llRequestSecureURL
key llRequestSecureURL( );
오브젝트가 간이 웹서버가 될 수 있도록 ssl URL 주소 ( https:// 로 시작하는 주소 )를 요청합니다.
ssl URL 주소는 암호화 통신 웹프로토콜입니다.

llRequestSimulatorData
llRequestSimulatorData( string region, integer data );
특정 심(땅)의 상태를 요청합니다.
region 은 토지명이고,
data 로는 아래 파라미터를 줄 수 있습니다.
DATA_SIM_POS : 심의 광역 좌표
DATA_SIM_STATUS : 서버의 상태
"up"(작동중),
"down"(내려간 상태),
"starting"(시작하는 중),
"stopping"(중지하는 중),
"crashed"(크래쉬됨),
"unknown"(알려지지 않음)
DATA_SIM_RATING
"PG"

: 심의 등급

: 일반

"MATURE"
"ADULT"

: 중간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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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 알려지지 않음

llRequestURL
key llRequestURL( );
오브젝트가 간이 웹서버가 될 수 있도록 http URL 주소 ( http:// 로 시작하는 주소 )를 요청합니다.

llRequestUserKey
key llRequestUserKey( string username );
특정사용자의 아이디명으로 UID를 요청합니다.
data_server 이벤트로 결과가 콜백됩니다.

llRequestUsername
key llRequestUsername( key id );
특정사용자의 UUID로 아이디명을 요청합니다.
data_server 이벤트로 결과가 콜백됩니다.

llResetAnimationOverride
llResetAnimationOverride( string anim_state );
애니메이션 동작의 오버라이딩을 초기화합니다.
anim_state 에 "All"을 주면 모두 초기화되며
개별 동작을 초기화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Crouching"

웅크림

"CrouchWalking"

웅크리고 걷기

"Falling Down"
"Flying"

낙하

비행

"FlyingSlow"

느린 비행

"Hovering"
"Hovering Down"
"Hovering Up"
"Jumping"

점프

"Landing"

착지시점

"PreJumping"
"Running"
"Sitting"

점프시작시점
달리기

앉기

"Sitting on Ground"
"Standing"

땅에 앉기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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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Up"
"Striding"

일어서는 시점

성큼성큼 걷기

"Soft Landing"

짧은 거리 착지

"Taking Off"
"Turning Left"

왼쪽으로 회전

"Turning Right"
"Walking"

오른쪽으로 회전

걷기

llResetLandBanList
llResetLandBanList( );
랜드 추방사용자 명단을 초기화합니다.

llResetLandPassList
llResetLandPassList( );
랜드 출입사용자 명단을 초기화합니다.

llResetOtherScript
llResetOtherScript( string name );
동일한 오트젝트의 다른 스크립트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는 순간 스크립트를 저장한것과 같으며 state_entry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llResetScript
llResetScript( );
현재 스크립트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는 순간 스크립트를 저장한것과 같으며 state_entry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llResetTime
llResetTime( );
스크립트 실행시작부터 흘러간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llReturnObjectsByID
integer llReturnObjectsByID( list objects );
리스트목록에 있는 UUID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을 토지에서 각 소유주의 인벤토리로 반환합니다.
PERMISSION_RETURN_OBJECTS 권한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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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eturnObjectsByOwner
integer llReturnObjectsByOwner( key owner, integer scope );
특정사용자 또는 특정그룹이 소유주인 오브젝트들을 토지에서 각 소유주의 인벤토리로 반환합니다.
역시 PERMISSION_RETURN_OBJECTS 권한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cope 로는 아래 파라미터가 올 수 있습니다.
땅의 오브젝트를 날리는 명령인만큼 위험성이 있어 각 옵션의 차이점은 테스트해 후 공개해야 할 듯 합니다.
OBJECT_RETURN_PARCEL
OBJECT_RETURN_PARCEL_OWNER
OBJECT_RETURN_REGION

llRezAtRoot
llRezAtRoot( string inventory, vector position, vector velocity, rotation rot, integer param );
인벤토리의 특정 오브젝트를 루트프림 기준으로 특정위치, 이동방향(속도), 회전각으로 생성합니다.
param 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정수 파라미터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회전된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위치 및 회전각을 잡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llRezObject
llRezObject( string inventory, vector pos, vector vel, rotation rot, integer param );
인벤토리의 특정 오브젝트를 루트프림 기준으로 특정위치, 이동방향(속도), 회전각으로 생성합니다.
param 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정수 파라미터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llRot2Angle
float llRot2Angle( rotation rot );
3차원 회전각을 각도로 변환합니다.

llRot2Axis
vector llRot2Axis( rotation rot );
3차원 회전각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llRot2Euler
vector llRot2Euler( rotation quat );
3차원 회전각을 Euler 벡터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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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ot2Fwd
vector llRot2Fwd( rotation q );
3차원 회전각의 정면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Rot2Left
vector llRot2Left( rotation q );
3차원 회전각의 좌측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Rot2Up
vector llRot2Up( rotation q );
3차원 회전각의 위쪽 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RotateTexture
llRotateTexture( float angle, integer face );
오브젝트 특정 표면의 텍스쳐를 angle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llRotBetween
rotation llRotBetween( vector start, vector end )
벡터 start 에서 vector end 에 도달하는 3차원 회전각을 구합니다.

llRotLookAt
llRotLookAt( rotation target_direction, float strength, float damping );
대상 3차원 회전각으로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힘(strength)과 감속(damping)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llRotTarget
integer llRotTarget( rotation rot, float error );
대상 3차원 회전각으로 회전합니다.

llRotTargetRemove
llRotTargetRemove( integer handle );
3차원 회전각으로 회전중 동작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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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ound
integer llRound( float val );
소숫점을 반올림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llTakeControls
llTakeControls( integer controls, integer accept, integer pass_on );
이동키, 마우스 버튼에 대한 추적 권한을 요청합니다.
accept 는 허용여부를 TRUE/FALSE 로 , pass_on 은 원래 기능실행여부를 TRUE/FALSE 로 지정합니다.
controls 로는 아래 파라미터가 올 수 있습니다.
CONTROL_FWD

0x00000001

앞으로 이동

CONTROL_BACK

0x00000002

뒤로 이동

CONTROL_LEFT

0x00000004

왼쪽으로 이동 ( 게걸음 )

CONTROL_RIGHT

0x00000008

CONTROL_ROT_LEFT

0x00000100

CONTROL_ROT_RIGHT
CONTROL_UP

지상으로 하강

0x10000000

CONTROL_ML_LBUTTON

오른쪽으로 회전

하늘로 상승

0x00000020

CONTROL_LBUTTON

왼쪽으로 회전

0x00000200

0x00000010

CONTROL_DOWN

오른쪽으로 이동 ( 게걸음 )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0x40000000

마우스룩 ( M 뷰) 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llTan
float llTan( float theta );
라디안 값에 따른 삼각함수 탄젠트 값을 구합니다.

llTarget
integer llTarget( vector position, float range );
오브젝트가 목표위치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at_target, not_at_target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핸들값을 반환합니다

llTargetOmega
llTargetOmega( vector axis, float spinrate, float gain );
오브젝트를 회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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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 최전 축
spirate : 1초간 회전할 라디안 값
gain : 회전속도 변조, 0이면 정지

llTargetRemove
llTargetRemove( integer handle );
llTarget() 함수로 이동할 때 핸들값으로 이동을 중지합니다.

llTeleportAgent
llTeleportAgent( key avatar, string landmark, vector position, vector look_at );
사용자를 특정지역의 특정위치로 특정위치를 바라보도록 텔레포트시킵니다.

llTeleportAgentGlobalCoords
llTeleportAgentGlobalCoords( key agent, vector global_coordinates, vector region_coordinates, vector look_at
);
사용자를 광역 위치로 텔레포트시킵니다.

llTeleportAgentHome
llTeleportAgentHome( key avatar );
사용자를 홈으로 지정한 곳으로 텔레포트시킵니다.

llTextBox
llTextBox( key avatar, string message, integer channel );
사용자에게 텍스트 팝업창이 나와서 입력을 맞습니다.
입력결과를 channel 로 지정한 채널로 내보냅니다.

llToLower
string llToLower( string src );
문자열 중에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llToUpper
string llToUpper( string src );
문자열 중에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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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TransferLindenDollars
key llTransferLindenDollars( key destination, integer amount );
상대방에게 린든달러를 전달합니다.
이 명령은 성공여부가 transaction_result 이벤트로 key 값과 함께 전달됩니다.

llTriggerSound
llTriggerSound( string sound, float volume );
물체와 충돌중일때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llTriggerSoundLimited
llTriggerSoundLimited( string sound, float volume, vector top_north_east, vector bottom_south_west );
물체와 충돌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단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제한을 둡니다.

llUnescapeURL
string llUnescapeURL( string url );
URL 형식으로 인코딩된 문자열을 원상태로 복원합니다.

llUnSit
llUnSit( key id );
오브젝트에 앉아 있는 사용자의 앉은상태를 해제합니다.

llUpdateCharacter
llUpdateCharacter( list options );
오브젝트 캐릭터의 설정을 갱신합니다.
매우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wiki.secondlife.com/wiki/LlUpdateCharacter

llUpdateKeyValue
key llUpdateKeyValue( string k, string v, integer checked, string original_value );
경험심에서 키값을 갱신합니다.
k 가 키, v 가 값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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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 값이 TRUE인 경우 값이 original_value 일 경우만 갱신합니다.

llVecDist
float llVecDist( vector vec_a, vector vec_b );
두개의 벡터간 거리를 구합니다.

llVecMag
float llVecMag( vector vec );
벡터의 크기값을 구합니다.

llVecNorm
vector llVecNorm( vector vec );
노말벡터 ( 거리값이 1인 ) 를 구합니다.

llVolumeDetect
llVolumeDetect( integer detect );
detect 값이 TRUE 인 경우 캐릭터나 물리 오브젝트가 물체를 통과할 수 있으며, FALSE 인 경우 금지됩니다.

llWanderWithin
llWanderWithin( vector origin, vector dist, list options );
중앙지점을 지정된 반경으로 회전하도록 오브젝트 캐릭터를 설정합니다.

llWater
float llWater( vector offset );
오브젝트의 상대위치 아래 있는 수면의 높이값을 구합니다

llWhisper
llWhisper( integer channel, string msg );
10미터 반경 이내 거리에 채팅메시지 또는 채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llWind
vector llWind( vector off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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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의 상대위치 기준의 풍속방향 벡터를 구합니다.

llXorBase64
string llXorBase64( string str1, string str2 );
2개의 base64 문자열을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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