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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온-칩 온도 센서 및 온도 검출 방법, 이를 이용한 리프레쉬제어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온-칩 온도 센서 및 온도 검출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리프레쉬 제어 방법에 대하여 개시된다. 온도 센서는 고

온 및 저온 테스트를 이용하여, 온도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류(Id)를 발생하고 감지 온도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다. 온도 센

서는 짧은 주기로 트랙킹 코드(Pcode[n:0])를 ±1씩 변화시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설정된 단위 온도( ℃)

씩 변화시키고,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트랙킹 코드를 검출한다. 검출된 트랙킹 코드(Pcode

[n:0])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셋팅한다. 이 후, 긴 주기 마다 한 번씩 트랙킹 코드를 ±1 씩 업데이트시키고, 업데이

트되는 트랙킹 코드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조절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온도 센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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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류(Id)와 다수개의 비트들로 구성되는 트랙킹 코드(Pcode[n:0])를 이용하여,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록,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1씩 변화시키면

서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설정된 단위 온도씩 변화시키고,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상기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고온 및 저온 테스트를 이용하여, 상기 온도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류(Id)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100℃의 상기 고온일 때,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1"로 셋팅하고,

0℃의 상기 저온일 때,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0"으로 셋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1 증가시키면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 올라가고,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1 감소시키면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 내려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

도 센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온도 센서 전용의 전원 발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전원 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전원 전압에 의해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6.

감지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에 있어서,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제1 전류(Ia)를 발생하는 PTAT 전류 발생부;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응답하여, 온도에 따라 반비례하는 제2 전류(Ib) 전류를 발생하

는 제1 CTAT 전류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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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전류(Ia)에 대하여 기울기가 -1 되는 전류(-Ia)

를 제3 전류(Ic)로 발생하는 제2 CTAT 전류 발생부;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3 전류(Ic)를 합하여 제4 전류(Id)를 발생하는 전류 합산부;

테스트 코드(N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전류(Id)의 제1 배수(α)에 해당하는 제5 전류(Ie)를 발생하는 기준 전류

발생부;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5 전류(Ie)의 제2 배수(β)에 해당하는 제6 전류(If)를 발생하는 미세 전류 발

생부; 및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에서 상기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를 비교하고,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를 비교하는 전류 비교부를 구비하여,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같아지도록,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조절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PTAT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1 노드 전압(NA)를 출력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피모스 트

랜지스터와 제1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

결되고,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와 제2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4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는 제1 다이오드;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저항과 제2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다이오드 크기와 상기 제2 다이오드 크기의 비는 1:M(M은 자연수)이고,

상기 제1 및 제2 전류 미러들로 상기 제1 전류(Ia)가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는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가 100℃ 일 때, 상기 제1 전류(Ia)와 동일한 상기 제2 전류(Ib)를 갖도록 상기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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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가 같을 때의 상기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 코드를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엔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일단이 연결되는 저항; 및

상기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응답하여 그 저항값을 변화시켜 상기 제2 전류(Ib)를 흘리

는 저항 브랜치를 구비하고,

상기 저항 브랜치는

상기 저항의 다른 일단과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다수개의 저항들; 및

상기 저항들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이 그 게이트들에 각각 연

결되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가 같을 때의 상기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 코드대

로 상기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고온에 둔 상태에서,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

화시키면서 상기 전류 합산부의 상기 제4 전류(Id)를 측정하고,

상기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상기 전

류 합산부의 상기 제4 전류(Id)를 측정하여,

상기 고온의 상기 제4 전류(Id)와 상기 저온의 상기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상기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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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고온의 상기 제4 전류(Id)와 상기 저온의 상기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상기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CTAT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되고, 그 기울기가 (-)제1 전류(-Ia) 되게 상기 제3 전류(Ic)를 조절하는 제1 저항;

및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에 응답하여 그 저항값을 변화시켜 상기 제3 전류(Ic)를 흘리

는 저항 브랜치를 구비하고,

상기 저항 브랜치는

상기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다수개의 제2 저항들; 및

상기 제2 저항들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이 그 게이트들에 각

각 연결되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고온의 상기 제4 전류(Id)와 상기 저온의 상기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상기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대로 상기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제2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합산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3 전류(Ic)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들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

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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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에서 상기 제6 전류(If)를 뺀 전

류(Ib-If)가 같도록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

한 전류(Ia+If)가 같도록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을 때의 상기 테스트 코드(Ncode

[n:0])를 제3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0.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5 전

류(Ie)를 조절하는 제1 전류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전류 제어부는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 합산부의 상기 제4 전류(Id)를 흘리는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들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들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 합산부의 상기 제4 전류(Id)를 흘리는 엔모스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들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군의 엔모스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의 소스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테스트 코드 신호들(Ncode[n:0])이

그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군의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상기 테스트 코드 신호들(N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너비 합에 따라 상기 제4 전류

(Id)의 제1 배수(α)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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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을 때의 상기 테스트 코드(Ncode

[n:0])에 따라 상기 제1 전류 제어부의 해당되는 상기 제2 트랜지스터들을 퓨즈 트리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

서.

청구항 2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1"로 초기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전류(Ia)와 상

기 제2 전류(Ib)에서 상기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가 같도록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도록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6.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를 +1 증가시키면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 올리고,

제l 제 온도 코드(Pcode[n:0])를 -1 감소시키면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 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7.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에 연결되고,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6 전류(If)를 조절하는 제2 전류 제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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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전류 제어부에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고,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2 전류 제어부는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들에 연결되고,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5 전류(Ie)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들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와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트랙킹 코드 신호들

(Pcode[n:0])이 그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상기 트랙킹 코드 신호들(P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너비 합에 따라 상기 제5 전류

(Ie)의 제2 배수(β)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2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비교부는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에서 상기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를 비교하여 제1 비교 신호(DIFB1)를 발생

하는 제1 비교부; 및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를 비교하여 제2 비교 신호를 발생하는

제2 비교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교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2 전류(Ib)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

고,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어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와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미세 전류 발

생부의 상기 제6 전류(If)를 흘리는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3 엔모

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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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교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2 전류(Ib)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

고,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어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와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들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는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와 전류 미러

로 구성되는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미세 전류 발

생부의 상기 제6 전류(If)를 흘리는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3 엔모

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비교 신호와 상기 제2 비교 신호를 비교 증폭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

생하는 차동 증폭부; 및

상기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차동 츨력 신호를 래치하여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하는

래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3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상기 온도 센서 전용의 전원 발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전원 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전원 전압에 의해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센서.

청구항 34.

온도 센서의 온도 검출 방법에 있어서,

PTAT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제1 전류(Ia)를 발생하는 제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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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CTAT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반비례하는 제2 전류(Ib) 전류를 발생하되,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

을 고온에 둔 상태에서, 상기 제1 전류(Ia)와 동일한 상기 제2 전류(Ib)를 갖도록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제1 제어 신호

들(TUBA5~TUBA0, TDBA5~TDBA0)을 제어하는 제2 단계;

제2 CTAT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전류(Ia)에 대하여 기울기가 -1 되는 전류(-Ia)를 제3 전류(Ic)로 발생하는

제3 단계;

상기 고온 상태에서, 전류 합산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발생되는 상기 제3 전류(Ic)와 상기 제1 전류(Ia)의 합으로 발생되는 제4 전류(Id)

를 측정하는 제4 단계;

상기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상기 전류 합산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상기 제3 전류(Ic)와 상기 제1 전류(Ia)의 합으로 발생되는 제4 전류(Id)를 측정하는 제5 단계;

상기 고온의 상기 제4 전류(Id)와 상기 저온의 상기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상기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저장하는 제6 단계;

기준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테스트 코드(N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전류(Id)의 제1 배수(α)에 해당하는 제5 전

류(Ie)를 발생하는 제7 단계;

미세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5 전류(Ie)의 제2 배수(β)에 해당하는 제6 전

류(If)를 발생하는 제8 단계;

상기 저온 상태에서, 미세 전류 발생부의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1"로 두어 상기 제5 전류(Ie)의 최대 제2 배수

(β)에 해당하는 제6 전류(If)를 발생하는 제9 단계;

상기 저온 상태에서, 전류 비교부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에서 최대 제6 전류(If_max)를 뺀 전

류(Ib-If)가 같도록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하는 제10 단계;

상기 저온 상태에서, 상기 전류 비교부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

한 전류(Ia+If)가 같도록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하는 제11 단계를 구비하여 상기 온도 센서를 테스트한

후,

상기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록, 상기 트랙킹 코드를 바꾸어가면서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변화시키고,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상기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상기 트랙킹

코드를 찾아내는 단계를 구비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상기 제2 단계에서 제어된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상기 제6 단계에서의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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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상기 제10 단계 또는 제11단계에서 조절된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를 제3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PTAT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1 노드 전압(NA)를 출력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피모스 트

랜지스터와 제1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

결되고,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와 제2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4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는 제1 다이오드;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저항과 제2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다이오드 크기와 상기 제2 다이오드 크기의 비는 1:M(M은 자연수)이고,

상기 제1 및 제2 전류 미러들로 상기 제1 전류(Ia)가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39.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엔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응답하여 그 저항값을 변화시켜 상기 제2 전류(Ib)를 흘리

는 저항 브랜치를 구비하고,

상기 저항 브랜치는

상기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다수개의 저항들; 및

상기 저항들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이 그 게이트들에 각각 연

결되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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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가 같을 때의 상기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 코드대

로 상기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1.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CTAT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되고, 그 기울기가 (-)제1 전류(-Ia) 되게 상기 제3 전류(Ic)를 조절하는 제1 저항;

및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에 응답하여 그 저항값을 변화시켜 상기 제3 전류(Ic)를 흘리

는 저항 브랜치를 구비하고,

상기 저항 브랜치는

상기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다수개의 제2 저항들; 및

상기 제2 저항들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이 그 게이트들에 각

각 연결되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상기 고온의 상기 제4 전류(Id)와 상기 저온의 상기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상기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대로 상기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제2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3.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합산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3 전류(Ic)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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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들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

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4.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테스트 코드(N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5 전

류(Ie)를 조절하는 제1 전류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전류 제어부는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 합산부의 상기 제4 전류(Id)를 흘리는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들에 연결되고, 상기 전류 합산부의 상기 제4 전류(Id)를 흘리는 엔모스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들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군의 엔모스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의 소스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테스트 코드 신호들(Ncode[n:0])이

그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되는 제2 군의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상기 테스트 코드 신호들(N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너비 합에 따라 상기 제4 전류

(Id)의 제1 배수(α)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을 때의 상기 테스트 코드(Ncode

[n:0])에 따라 상기 제1 전류 제어부의 해당되는 상기 제2 트랜지스터들을 퓨즈 트리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전원 전압에 연결되고, 상기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상기 제6 전류(If)를 조절하는 제2 전류 제어부; 및

상기 제2 전류 제어부에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고,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2 전류 제어부는

등록특허 10-0652422

- 13 -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들에 연결되고,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5 전류(Ie)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들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와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트랙킹 코드 신호들

(Pcode[n:0])이 그 게이트들에 각각 연결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전류 발생부는

상기 트랙킹 코드 신호들(P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의 너비 합에 따라 상기 제5 전류

(Ie)의 제2 배수(β)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49.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비교부는

상기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에서 상기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를 비교하여 제1 비교 신호(DIFB1)를 발생

하는 제1 비교부; 및

상기 제2 전류(Ib)와 상기 제1 전류(Ia)에다가 상기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를 비교하여 제2 비교 신호를 발생하는

제2 비교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교부는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l 제2 전류(Ib)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

고,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어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와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미세 전류 발

생부의 상기 제6 전류(If)를 흘리는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3 엔모

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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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l 제2 전류(Ib)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PTAT 전류 발생부의 상기 제1 전류(Ia)를 흘리는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

고,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어 상기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와 전류 미러를 구성하는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상기 제2 엔모스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들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는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전원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와 전류 미러

로 구성되는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

상기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접지 전압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기 미세 전류 발

생부의 상기 제6 전류(If)를 흘리는 엔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미러로 구성되는 제3 엔모

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은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비교 신호와 상기 제2 비교 신호를 비교 증폭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

생하는 단계; 및

상기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차동 츨력 신호를 래치하여 상기 온도 센서의 온도 검출 신호

(Tdet)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검출 방법.

청구항 53.

제34항의 온도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상기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상기 트랙킹 코드

(Pcode[n:0])를 찾아내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찾은 상기 트랙킹 코드에 따라 리프레쉬 주기를 결정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1 단계에서 찾은 상기 트랙킹 코드를 1씩 증감시키면서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업데이트하고, 상기 증감된

트랙킹 코드에 따라 상기 리프레쉬 주기를 조절하는 제3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프레쉬 제어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쉬 제어 방법은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트랙킹 코드를 변화시키는 주기는 수십 ㎲ 정도로 짧고,

상기 제3 단게에서 상기 트랙킹 코드를 1씩 증감시키는 주기는 수 ㎳ 정도로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프레쉬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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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에서 상기 트랙킹 코드를 증감시키는 주기는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트랙킹 코드를 찾는 데 소요된 시간 보다 긴 시간 주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프레쉬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감지 온도를 선형적으로 검출하는 온-칩 온도 센서와 그 온도 검출 방

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리프레쉬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는 동작 특성상 온도 특성을 갖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의 대표적인 동작 특

성인 소비 전류(IDD)와 동작 속도(tACCESS)를 살펴보면, 고온으로 갈수록 동작 속도가 저하되고(A), 저온으로 갈수록 소

비 전류(IDD)가 증가하는(B)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온도 특성은 반도체 장치 중 D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에 속하는 장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RAM

셀은 온도 상승과 함께 누설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하에 의한 데이터의 유지 특성이 악화되어 데이터 유지 시간(tST)

이 짧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DRAM은 더 빠른 리프레쉬 동작을 필요로 한다.

한편, 전자 기술 발전은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설계 및 비용 효율적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휴대용 전자 장치들의 넓은

범위의 예로는 호출기들, 셀롤러 전화기들, 음악 재생기들, 계산기들, 랩톱 컴퓨터들 및 PDA들 등이 있다. 휴대용 전자 장

치들은 일반적으로 직류(DC)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 하나 이상의 배터리들이 이 DC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배터리 오퍼레이티드 시스템(battery operated system)에서는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이 주요 이슈이다. 이를 위

하여, 전원 절약을 위한 슬립 모드(sleep mode)일 때, 시스템에 내장된 회로 콤포넌트들은 턴오프 상태로 된다. 그러나, 시

스템에 내장된 DRAM은 DRAM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DRAM 셀 데이터를 리프

레쉬해야 한다.

DRAM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 중 하나는 리프레쉬 주기를 온도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소비 전류가 증가하는 낮은 온도 영역에서, 리프레쉬 주기를 상대적으로 길게 주어 리프레쉬 클럭 주파수를

상대적으로 낮추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DRAM의 내부 온도를 알아내기 위한 온도 감지기

(temperature detector)가 필요하다.

도 2는 종래의 온도 감지기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온도 감지기(200)는 절대 온도 비례(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 전류 발생부(210, 이하

"PTAT 전류 발생부"라고 칭한다), 절대 온도 상보(complementary to absolute temperature) 전류 발생부(220, 이하

"CTAT 전류 발생부"라고 칭한다), 그리고 비교부(230)를 포함한다.

PTAT 전류 발생부(210)는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MP1, MP2),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MN1, MN2),

저항(R) 그리고 제1 및 제2 다이오드들(D1, D2)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MP1, MP2)은 서로 동일한

사이즈들을 갖고, 제1 전류 미러(current mirror)를 구성한다.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MN1, MN2)은 서로 동일

한 사이즈들을 갖고, 제2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제1 다이오드(D1)과 제2 다이오드(D2)의 사이즈는 1:M의 비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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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MP1, MP2)로 구성된 제1 전류 미러와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제2

전류 미러가 서로 대칭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Ia1 전류와 Ia2 전류는 동일하다. 즉, Ia1:Ia2=1:1 이다.

통상적으로 다이오드의 턴온 전류(ID)는 다음과 같다.

수학식 1

여기에서, Is는 다이오드의 역방향 포화 전류이고, VD는 다이오드 전압이고, VT는 kT/q로 나타나는 온도 전압이다. 그러

므로, 제1 다이오드(D1)를 흐르는 전류( Ia1)는

수학식 2

와 같다.

여기에서, 제1 다이오드 전압(VD1)은

수학식 3

가 된다.

그리고, 제2 다이오드 전압(VD2)은

수학식 4

가 된다.

Ia2 전류와 Ia1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1 다이오드 전압(VD1)과 현재 온도 전압(NOC0)은 거의 같게 된다. 이에 따라,

수학식 5

이 된다.

수학식 3과 수학식 4를 수학식 5에 대입하면,

수학식 6

이 된다. 그러므로 Ia1 전류는

수학식 7

이 되어, Ia1 전류는 온도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PTAT 전류발생부(210)는 현재 온도에 비례하는 전류(Ia1)

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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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T 전류 발생부(220)는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MP3),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MN3), 다수개의 저항들(Raa,

RU1~RU5, RD1~RD5), 그리고 다수개의 스위칭 트랜지스터들(TU1~TU5, TD1~TD5)을 포함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MN3)는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터들(MN1, MN2)과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Ib 전류는 Ia1 및

Ia2 전류와 거의 동일하다. 스위칭 트랜지스터들(TU1~TU5, TD1~TD5)은 트립 온도 제어 신호들(AU1~AU5,

AD1~AD5)에 응답하여 선택적으로 온/오프된다. 온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들(TU1~TU5, TD1~TD5)에 의해, 이들과

연결되는 저항들(RU1~RU5, RD1~RD5)이 선택적으로 단락된다.

Ia1 전류, Ia2 전류, 그리고 Ib 전류를 거의 동일하게 맞추면, PTAT 전류 발생부(210)의 VA 노드 전압과 VB 노드 전압,

그리고 CTAT 전류 발생부(220)의 VC 노드 전압이 거의 같게 된다. 수학식 3과 4에서, VT 전압은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

하지만, Is 전류가 휠씬 크게 증가한다. 다이오드 전압은 온도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저항들(Raa,

RU1~RU5, RD1~RD5)을 흐르는 Ib 전류는 온도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CTAT 전류 발생부(220)는 온도

에 반비례하는 전류를 발생한다.

비교부(230)는 현재 온도 전압(NOC0)과 감지 온도 전압(NOC1)을 비교한다. 현재 온도 전압(NOC0)과 감지 온도 전압

(NOC1) 각각은 Ia1 전류와 Ib 전류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Ia1 전류와 Ib 전류가 같아

지는 포인트를 찾게 되면, 온도 감지기(200)는 현재 온도를 검출하게 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온도 감지기(200, 도 2)의 목표(target) 온도를 45℃라고 하면, 온도에 비례하는 Ia1 전류에 대하여 Ib 전

류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Ia1 전류 보다 Ib 전류가 작으면, CTAT 부(220)의 트립 온도 제어 신호들

(AU1~AU5, AD1~AD5)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시켜 CTAT부(220)의 저항값을 조절하여, Ib 전류가 많이 흐르도록 제

어하여(C), Ia1 전류와 Ib 전류가 같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Ia1 전류 보다 Ib 전류가 많으면, CTAT 부(220)의 트립 온도

제어 신호들(AU1~AU5, AD1~AD5)을 선택적으로 디세이블시켜 CTAT 부(220)의 저항값을 조절하여, Ib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제어하여(D), Ia1 전류와 Ib 전류가 같도록 한다.

목표 온도 45℃에서 Ia1 전류와 Ib 전류가 같아지면, 비교부(230)의 출력은 로직 하이 - 로우 - 하이 - 로우로 발생된다.

이에 따라, 온도 감지기(200)는 칩의 현재 온도 45℃를 검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온도 감지기(200)는 감지 온도 변화를 위하여, 즉 Ib 전류 변화를 위하여, 트립 온도 제어 신호들

(AU1~AU5, AD1~AD5)을 조절하여 CTAT 전류 발생부(220)의 저항 브랜치의 저항값을 조절한다. 저항값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감지 온도의 변화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틀어지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감지 온

도의 변화가 비선형성을 지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온도 감지기(200)는 설정된 하나의 목표 온도를 기준으로 칩의 현재 온도를 검출하게 되는 데, 목표 온도가 하나로

고정되는 제한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정된 목표 온도의 설정 없이, 선형적으로 감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 센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온도 센서를 이용한 온도 검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온도 검출 방법을 이용한 리프레쉬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를 흐르는 온도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류(Id)

와 다수개의 비트들로 구성되는 트랙킹 코드(Pcode[n:0])를 이용한다.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록, 트랙킹 코드(Pcode[n:0])를 ±1 씩 변화시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설정된

단위 온도씩 변화시킨다.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 트랙킹 코드(Pcode[n:0])를 검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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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고온 및 저온 테스트를 이용하여, 온도에 대하여 독립적인 전류(Id)를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100℃의 고온일 때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1"로 셋팅하고, 0℃의 저

온일 때,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0"으로 셋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트랙킹 코드(Pcode[n:0])를 +1 증가시키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설정된 단

위 온도씩 올라가고, 제l 제 온도 코드(Pcode[n:0])를 -1 감소시키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설정된 단위 온도씩 내려가

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단위 온도는 ℃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 전용의 전원 발생부를 더 구비하고, 전원 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전원 전

압에 의해 동작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온도 센서는,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제1 전류(Ia)를 발생하는

PTAT 전류 발생부;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응답하여, 온도에 따라 반비례하는 제2 전

류(Ib) 전류를 발생하는 제1 CTAT 전류 발생부; 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에 응답하여 제1 전

류(Ia)에 대하여 기울기가 ×(-1) 되는 전류(-Ia)를 제3 전류(Ic)로 발생하는 제2 CTAT 전류 발생부; 제1 전류(Ia)와 제3

전류(Ic)를 합하여 제4 전류(Id)를 발생하는 전류 합산부; 테스트 코드(Ncode[n:0])에 응답하여 제4 전류(Id)의 제1 배수

(α)에 해당하는 제5 전류(Ie)를 발생하는 기준 전류 발생부;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제5 전류(Ie)의 제2 배

수(β)에 해당하는 제6 전류(If)를 발생하는 미세 전류 발생부; 및 제1 전류(Ia)와 제2 전류(Ib)에서 제6 전류(If)를 뺀 전류

(Ib-If)를 비교하고,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를 비교하는 전류 비교부를 포함한

다.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같아지도록, 트랙킹 코드(Pcode[n:0])를

조절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제1 CTAT 전류 발생부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가 100℃ 일 때, 제1 전류(Ia)와

동일한 제2 전류(Ib)를 갖도록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제어할 수 있다. 제1 전류(Ia)와

제2 전류(Ib)가 같을 때의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 코드를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가 같을 때의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 코드대로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고온에 둔 상태에서,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전류 합산부의 제4 전류(Id)를 측정하고, 칩을 저온에 둔 상태

에서,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전류 합산부의 제4 전류(Id)를 측정하

여, 고온의 제4 전류(Id)와 저온의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고온의 제4 전류(Id)와 저온의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대로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기준 전류 발생부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제1 전류(Ia)와 제2 전류

(Ib)에서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가 같도록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기준 전류 발생부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제2 전류(Ib)와 제1 전류

(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도록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을 때의

테스트 코드(Ncode[n:0])를 제3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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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기준 전류 발생부는 테스트 코드 신호들(N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

터들의 너비 합에 따라 제4 전류(Id)의 제1 배수(α)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을 때의

테스트 코드(Ncode[n:0])에 따라 제1 전류 제어부의 해당되는 트랜지스터들을 퓨즈 트리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미세 전류 발생부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

록 하기 위하여, 제1 전류(Ia)와 제2 전류(Ib)에서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가 같도록 트랙킹 코드(Pcode[n:0])를 조

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미세 전류 발생부는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

록 하기 위하여,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도록 트랙킹 코드(Pcode[n:0])

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트랙킹 코드(Pcode[n:0])를 +1 증가시키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설정된 단

위 온도 ℃ 씩 올라가고, 제l 온도 코드(Pcode[n:0])를 -1 감소시키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설정된 단위 온도

℃ 씩 내려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미세 전류 발생부는 트랙킹 코드 신호들(P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

터들의 너비 합에 따라 제5 전류(Ie)의 제2 배수(β)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전류 비교부는 제1 전류(Ia)와 제2 전류(Ib)에서 제6 전류(If)를 뺀 전류(Ib-If)를 비교하여 제

1 비교 신호(DIFB1)를 발생하는 제1 비교부; 및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를 비

교하여 제2 비교 신호를 발생하는 제2 비교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1 비교 신호와 제2 비교 신호를 비교 증폭

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하는 차동 증폭부; 및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차동 츨력 신호를

래치하여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하는 래치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센서는 온도 센서 전용의 전원 발생부를 더 구비하고, 전원 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전원 전

압에 의해 동작될 수 있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온도 검출 방법은 PTAT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제

1 전류(Ia)를 발생하는 제1 단계; 제1 CTAT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반비례하는 제2 전류(Ib) 전류를 발생

하되,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을 고온에 둔 상태에서, 제1 전류(Ia)와 동일한 제2 전류(Ib)를 갖도록 제1 CTAT 전류 발생부

의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제어하는 제2 단계; 제2 CTAT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제1

전류(Ia)에 대하여 기울기가 -1 되는 전류(-Ia)를 제3 전류(Ic)로 발생하는 제3 단계;고온 상태에서, 전류 합산부를 이용하

여,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발생되는 제3

전류(Ic)와 제1 전류(Ia)의 합으로 발생되는 제4 전류(Id)를 측정하는 제4 단계; 칩을 저온에 둔 상태에서, 전류 합산부를

이용하여,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제3 전류(Ic)와 상기 제1 전류(Ia)

의 합으로 발생되는 제4 전류(Id)를 측정하는 제5 단계; 고온의 상기 제4 전류(Id)와 저온의 상기 제4 전류(Id)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저장하는 제6 단계; 기준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

여, 테스트 코드(Ncode[n:0])에 응답하여 제4 전류(Id)의 제1 배수(α)에 해당하는 제5 전류(Ie)를 발생하는 제7 단계; 미

세 전류 발생부를 이용하여,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제5 전류(Ie)의 제2 배수(β)에 해당하는 제6 전류(If)를

발생하는 제8 단계; 저온 상태에서, 미세 전류 발생부의 트랙킹 코드(Pcode[n:0])를 모두 "0"로 두어 제5 전류(Ie)의 최대

제2 배수(β)에 해당하는 제6 전류(If)를 발생하는 제9 단계; 저온 상태에서, 전류 비교부를 이용하여, 제1 전류(Ia)와 상기

제2 전류(Ib)에서 최대 제6 전류(If_max)를 뺀 전류(Ib-If)가 같도록 테스트 코드(Ncode[n:0])를 조절하는 제10 단계; 저

온 상태에서, 전류 비교부를 이용하여,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도록 테스

트 코드(Ncode[n:0])를 조절하는 제11 단계를 구비하여 온도 센서를 테스트한다. 이후, 온도 센서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

도와 상기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같아지도록, 트랙킹 코드(Pcode[n:0])를 바꾸어가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변화

시키고,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트랙킹 코드(Pcode[n:0])를 찾아내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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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검출 방법은 제2 단계에서 제어된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을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검출 방법은 제2 단계에서 제어된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제1 제어 신호들

(TUBA5~TUBA0, TDBA5~TDBA0) 코드대로 제1 CTAT 전류 발생부의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검출 방법은 제6 단계에서의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를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검출 방법은 제6 단계에서의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제2 제어 신호들

(TUBB5~TUBB0, TDBB5~TDBB0) 코드대로 제2 CTAT 전류 발생부의 저항 브랜치의 해당되는 저항들을 단락시키는

퓨즈 트리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검출 방법은 제10 단계 또는 제11단계에서 조절된 테스트 코드(Ncode[n:0])를 제3 모

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온도 검출 방법은 제2 전류(Ib)와 제1 전류(Ia)에다가 제6 전류(If)를 더한 전류(Ia+If)가 같을

때의 테스트 코드(Ncode[n:0])에 따라 제1 전류 제어부의 해당되는 트랜지스터들을 퓨즈 트리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미세 전류 발생부는 트랙킹 코드 신호들(Pcode[n:0])에 의해 턴온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들

의 너비 합에 따라 제5 전류(Ie)의 제2 배수(β)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리프레쉬 제어 방법은 본 발명의 온도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온도 센서

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트랙킹 코드(Pcode[n:0])를 찾아내는 제1 단계; 제1 단계에서 찾은 트랙킹 코

드에 따라 리프레쉬 주기를 결정하는 제2 단계; 및 제1 단계에서 찾은 트랙킹 코드를 1씩 증감시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업데이트하고, 증감된 트랙킹 코드에 따라 리프레쉬 주기를 조절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리프레쉬 제어 방법은 제1 단계에서 트랙킹 코드를 변화시키는 주기는 수십 ㎲ 정도로 짧고,

제3 단계에서 트랙킹 코드를 1씩 증감시키는 주기는 수 ㎳ 정도로 길게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제3 단계에서 상기 트랙킹 코드를 증감시키는 주기는 제1 단계에서 트랙킹 코드를 찾는 데 소

요된 시간 보다 긴 시간 주기를 갖도록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온도 센서는 고온일 때의 Id 전류와 저온일 때의 Id 전류가 동일할 때 또는 그 전류 차가 가장 적을 때의

Id 전류를 기준 전류로 이용한다. Id 전류는 온도 변화에 대하여 일정한 전류를 흘리는, 즉 온도에 대해 독립적인 전류이다.

고온 및 저온일 때, Id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온도 센서를 테스트한다. 이 후, 트랙킹 코드(Pcode[n:0])를 1씩 변화시

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설정된 단위 온도 ℃ 씩 변화시킨다.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

을 때의 트랙킹 코드를 검출한다.

본 발명의 리프레쉬 제어 방법은 짧은 주기(수십 ㎲)로 트랙킹 코드(Pcode[n:0])를 변화시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

를 변화시키고, 일정 시간(수백 ㎲)동안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온도 센서를 동작시킨

다.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트랙킹 코드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셋팅한다. 이 후, 다소

긴 주기(수 ㎳) 마다 한 번씩 트랙킹 코드를 ±1 씩 업데이트시키고, 업데이트되는 트랙킹 코드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

를 조절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예

시적인 실시예를 설명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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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도 감지기를 설명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온도 감지기(400)는 온도 센서(410), 온도 센서(410) 전용의 전원 발생부(420), 그리고 트랙킹 코드 발

생부(430)를 포함한다. 온도 감지기(400)는 고온(Hot temperature)과 저온(Cold temperature)의 2 코너 테스트(two

corner teat)를 이용하여 칩의 현재 온도를 검출한다. 고온은 예컨대, 100℃로 설정되고, 저온은 예컨대, 0℃로 설정된다.

전용 전원 발생부(420)는 온도 센서(410) 전용의 전원 전압(VT/S)을 제공한다. 트랙킹 코드 발생부(430)는 트랙킹 코드

(Pcode[n:0])를 ±1 씩 변화시킨다.

온도 센서(410)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와 트랙킹 코드(Pcode[n:0])에 응답하여 검출 온도 신호(Tdet)를 발생한

다. 트랙킹 코드(Pcode[n:0])가 예컨대, 5 비트(n=4)로 구성되는 경우에, 트랙킹 코드(Pcode[4:0])는 "11111"로 초기 설

정된다.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11111"의 트랙킹 코드(Pcode[4:0])는 실제 100℃ 일 때의 기준 코드이고, "00000"의 트

랙킹 코드(Pcode[4:0])는 실제 0℃ 일 때의 기준 코드이다.

온도 센서(410)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에 응답하여 검출 온도 신호(Tdet)를 발생한다. 온도 검출 신호(Tdet)는,

온도 감지기(400)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와 온도 센서(410)가 검출한 감지 온도를 비교한 결과로, 로직 로우 또는 로직

하이로 발생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트랙킹 코드(Pcode[4:0])가 "11101"이라고 가정하자.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로 나타나면,

즉,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으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 트랙킹 코드

(Pcode[4:0])를 +1 증가시켜 "11110"을 설정한다. 온도 센서(410)는 "11110"의 트랙킹 코드(Pcode[4:0])에 따라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 이러한 동작의 반복 수행하여, 온도 센서(410)는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로 출력

될 때의 트랙킹 코드(Pcode[4:0])를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는 트랙킹 코드(Pcode[4:0])를 +1 증가시킬 때마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 씩 올라간다.

한편, 온도 센서(410)의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로 나타나면, 즉,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높으

면, 제 1 온도 코드(Pcode[4:0])를 -1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410)에 저장된 트랙킹 코드(Pcode[4:0])가

"10001"이면, 트랙킹 코드(Pcode[4:0])를 "10000"으로 설정한다. 온도 센서(410)는 "10000"의 트랙킹 코드(Pcode

[4:0])에 따라 온도 검출 신호를 발생한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 수행하여, 온도 센서(410)는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로 출력될 때의 트랙킹 코드(Pcode[4:0])를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는 트랙킹 코드(Pcode[4:0])를 -1 감소시킬

때마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 씩 내려간다.

도 5는 도 4의 온도 센서(410)를 설명하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온도 센서(410)는 PTAT 전류 발생부(510), 제1 및 제2 CTAT 전류 발생부들(520, 530), 전류 합산부

(540), 기준 전류 발생부(550), 미세 전류 발생부(560), 전류 비교부(570), 차동 증폭부(580), 그리고 래치부(590)를 포함

한다.

PTAT 전류 발생부(510)는 온도에 따라 비례하는 Ia1 전류를 발생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Ia1 전류를 Ia 전류로

써 설명한다.

제1 CTAT 전류 발생부들(520)은 온도에 따라 반비례하는 Ib 전류를 발생한다.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는 그 기울기가 (-)Ia 전류에 해당하는 Ic 전류를 발생한다.

전류 합산부(540)는 Ia 전류와 Ic 전류를 합하여 Id 전류를 발생한다.

기준 전류 발생부(550)은 테스트 코드(Ncode[4:0])에 응답하여, Id 전류를 α배한 Ie 전류를 발생한다.

미세 전류 발생부(560)는 트랙킹 코드(Pcode[4:0])에 응답하여 Ie 전류를 β배한 If 전류를 발생한다.

전류 비교부(570)는 Ia 전류와 Ib 전류를 비교하여, 제1 차동 입력 전압(DIFB1)과 제2 차동 입력 전압(DIF1)을 발생한다.

등록특허 10-0652422

- 22 -



차동 증폭부(580)는 If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제1 차동 입력 전압(DIFB1)과 제2 차동 입력 전압(DIF1)을 비교 증폭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한다.

래치부(590)는 차동 출력 신호(T1)를 래치하여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

도 6은 도 5의 PTAT 전류 발생부(510)와 제1 및 제2 CTAT 전류 발생부들(520, 530)을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을 참조하면, PTAT 전류 발생부(510)는 앞서 설명한 도 2의 PTAT 전류 발생부(210)과 동일하다. PTAT 전류 발생

부(510)는 온도에 비례하는 Ia 전류를 발생하고, Ia 전류에 의해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MP1)의 게이트와 드레인에 제1

노드 전압(NA)이 발생한다.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된다.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는 전원 전압(VT/S)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621), 엔모

스 트랜지스터(622), 저항(623) 그리고 저항 브랜치(624)를 포함한다.

피모스 트랜지스터(621)는 그 게이트와 드레인이 서로 연결된다. 엔모스 트랜지스터(622)는 PTAT 전류 발생부(510)의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MN1)와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저항 브랜치(624)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응답하여 온되는 트랜지스터들에 의해 저항값이 변화된다.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Ib 전류를 발생하고, Ib 전류에 의해 피모스 트랜지스터(621)의 게이트와 드레인에 제2 노드 전압(NB)이 발생

된다.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는 전원 전압(VT/S)과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631), 엔모스 트

랜지스터(632), 저항(633), 그리고 저항 브랜치(634)를 포함한다.

피모스 트랜지스터(631)는 그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된다. 엔모스 트랜지스터(632)는 PTAT 전류 발생부(510)의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MN1)와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저항 브랜치(634)는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에 응답하여 온되는 트랜지스터들에 의해 저항 값이 변화된다.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는 저항 브

랜치(634)의 저항 값을 조절함으로써 전류 기울기가 (-)Ia 전류에 해당하는 Ic 전류를 발생한다.

도 7은 도 6에서 설명된 PTAT 전류 발생부(510)와 제1 및 제2 CTAT 전류 발생부들(520, 530)에 의해 발생되는 Ia, Ib,

Ic 전류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Ia 전류는 온도에 비례하고, Ib 전류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예컨대, 현재 온도가 100℃라고 가정하면, Ib

전류는 Ia 전류와 같을 수도 있고, Ia 전류보다 적을 수도 있고, Ia 전류 보다 많을 수도 있다.

Ib 전류가 Ia 전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선택적으로 인에이블시켜,

저항 브랜치(624)의 해당 저항들을 단락시킨다. 이에 따라,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는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이

작아져서 Ib 전류를 많이 흘리게 된다(701). 이러한 방법을 반복 수행하여, Ib=Ia 전류가 되는 포인트를 찾는다.

Ib 전류가 Ia 전류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선택적으로 디세이블시

켜,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이 커지게 한다. 이에 따라,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는 Ib 전류를 적게 흘리게 된다

(702). 이러한 방법을 반복 수행하여 Ib=Ia 전류가 되는 포인트를 찾는다.

Ib=Ia 전류가 되도록 하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의 정보는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다. 또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의 정보에 따라 저항 브랜치(624)가 선택적으로 퓨즈 트

리밍(fuse trimming) 될 수 있다.

Ic 전류는 -Ia 기울기를 가지는 전류로 발생된다. 이후의 도 8에서 설명되겠지만, 전류 합산부(540)는 Ia 전류와 Ic 전류를

합하여 Id 전류를 발생하는 데, Id 전류는 온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즉, Id 전류는 온도 변화에 독립적이다. 이

러한 Id 전류를 이용하여, 온도 센서(410)는 감지 온도를 검출한다. Id 전류는 칩 외부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프로빙

(probing)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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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5의 전류 합산부(540), 기준 전류 발생부(550), 미세 전류 발생 부(560), 그리고 전류 비교부(570)를 구체적으

로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전류 합산부(540)는 전원 전압(VT/S)이 소스에 연결되고 제1 노드 전압(NA)이 게이트에 연결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41), 전원 전압(VT/S)이 소스에 연결되고 제3 노드 전압(NC)이 게이트에 연결되는 제2 피모스 트랜

지스터(842), 그리고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41, 842)의 드레인들이 게이트와 드레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

(Vss)이 소스에 연결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843)를 포함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41)는 PTAT 전류 발생부(510)의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MP1)와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제1 피

모스 트랜지스터(841)로 Ia 전류가 흐른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42)는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의 피모스 트랜지

스터(631)와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42)로 Ic 전류가 흐른다. 엔모스 트랜지스터(843)로는 Ia 전

류와 Ic 전류가 합해진 Id 전류가 흐른다. Id 전류에 의하여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의 게이트 및 드레인에 제4 노드 전압

(NN)이 발생된다.

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된 피모스 트랜지스터

(851)와,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연결되고 테스트 코드(Ncode[4:0])에 응답하여 Ie

전류를 조절하는 제1 전류 제어부(852)를 포함한다.

제1 전류 제어부(852)는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다수개의 전류 경로를 포함한다.

제1 전류 경로는 제4 노드 전압(NN)에 게이팅되는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800)로 구성된다.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

(800)는 전류 합산부(54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와 전류 미러로 구성되어, Id 전류의 일정 배인 Id'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2 전류 경로는 제4 노드 전압(NN)에 게이팅되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01)와, Ncode0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3 엔모

스 트랜지스터(811)로 구성된다.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01)는 전류 합산부(54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와 전류 미

러로 구성되어, 1×Id'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3 전류 경로는 제4 노드 전압(NN)에 게이팅되는 제4 엔모스 트랜지스터(802)와, Ncode1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5 엔모

스 트랜지스터(812)로 구성된다. 제4 엔모스 트랜지스터(802)는 전류 합산부(54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와 전류 미

러로 구성되어, 2×Id'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4 전류 경로는 제4 노드 전압(NN)에 게이팅되는 제6 엔모스 트랜지스터(803)와, Ncode2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7 엔모

스 트랜지스터(813)로 구성된다. 제6 엔모스 트랜지스터(801)는 전류 합산부(54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와 전류 미

러로 구성되어, 4×Id'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5 전류 경로는 제4 노드 전압(NN)에 게이팅되는 제8 엔모스 트랜지스터(804)와, Ncode3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9 엔모

스 트랜지스터(814)로 구성된다. 제8 엔모스 트랜지스터(804)는 전류 합산부(54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와 전류 미

러로 구성되어, 8×Id'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6 전류 경로는 제4 노드 전압(NN)에 게이팅되는 제10 엔모스 트랜지스터(805)와, Ncode4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11 엔

모스 트랜지스터(815)로 구성된다. 제10 엔모스 트랜지스터(805)는 전류 합산부(54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43)와 전류

미러로 구성되어, 16×Id'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테스트 코드(Ncode[4:0])에 의해 턴온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과 연결되는 엔모스 트랜지스

터들(800, 801, 802, 803, 804, 805)로, 해당 전류들이 흐른다. 이에 따라, 해당 전류들의 합인 Ie 전류가 피모스 트랜지스

터(851)를 흐르게 되고, Ie 전류에 의해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의 게이트와 드레인에 제5 노드 전압(NP)이 발생된다.

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테스트 코드(Ncode[4:0])를 1 증가시킴에 따라 턴온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의 너비(width) 합이 커지게 되어, Ie 전류가 증가한다. 테스트 코드(Ncode[4:0])의 1 증가에 따라 Ie 전류가 증

가하게 되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는 ℃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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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테스트 코드(Ncode[4:0])를 1 감소시킴에 따라 턴온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의 너비(width) 합이 작아지게 되어, Ie 전류가 감소한다. 테스트 코드(Ncode[4:0])의 1 감소에 따라

Ie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는 ℃ 올라간다.

여기에서, 테스트 코드(Ncode[4:0])는 5 비트로 구성되는 예에 대하여 설명되고 있으나, 5 비트 이외의 다양한 비트들로

구성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미세 전류 발생부(560)는 전원 전압(VT/S)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트랙킹 코드(Pcode[4:0])에 응답하여 If 전류를 조

절하는 제2 전류 제어부(860)와 엔모스 트랜지스터(861)를 포함한다.

제2 전류 제어부(860)는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제1 전류 제어부(852)와 유사하게, 다수개의 전류 경로를 갖는다.

제1 전류 경로는 제5 노드 전압(NP)에 게이팅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21)와, Pcode0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2 피모

스 트랜지스터(831)로 구성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21)는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와 전

류 미러를 구성하고, 1×Ie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2 전류 경로는 제5 노드 전압(NP)에 게이팅되는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822)와, Pcode1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4 피모

스 트랜지스터(832)로 구성된다.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822)는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와 전

류 미러를 구성하고, 2×Ie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3 전류 경로는 제5 노드 전압(NP)에 게이팅되는 제5 피모스 트랜지스터(823)와, Pcode2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6 피모

스 트랜지스터(833)로 구성된다. 제5 피모스 트랜지스터(823)는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와 전

류 미러를 구성하고, 4×Ie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4 전류 경로는 제5 노드 전압(NP)에 게이팅되는 제7 피모스 트랜지스터(824)와, Pcode3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8 피모

스 트랜지스터(834)로 구성된다. 제7 피모스 트랜지스터(824)는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와 전

류 미러를 구성하고, 8×Ie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제5 전류 경로는 제5 노드 전압(NP)에 게이팅되는 제9 피모스 트랜지스터(825)와, Pcode4 코드에 게이팅되는 제10 피모

스 트랜지스터(835)로 구성된다. 제9 피모스 트랜지스터(825)는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851)와 전

류 미러를 구성하고, 16×Ie 전류를 흘리도록 설정된다.

트랙킹 코드(Pcode[4:0])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31, 832, 833, 834, 835)과 연결되는 피모스 트랜

지스터들(821, 822, 823, 824, 825)로 해당 전류들이 흐른다. 이에 따라, 해당 전류들의 합인 If 전류가 엔모스 트랜지스터

(861)를 흐르게 된다.

미세 전류 발생부(560)는 트랙킹 코드(Pcode[4:0])를 1 감소시킴에 따라 턴온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31, 832, 833,

834, 835)의 너비(width) 합이 커지게 되어, If 전류가 증가한다. 트랙킹 코드(Pcode[4:0])의 1 증가에 따라 If 전류가 증

가하게 되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는 ℃ 내려간다.

반대로, 미세 전류 발생부(560)는 트랙킹 코드(Pcode[4:0])를 1 증가시킴에 따라 턴온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31,

832, 833, 834, 835)의 너비(width) 합이 작아지게 되어, If 전류가 감소한다. 트랙킹 코드(Pcode[4:0])의 1 감소에 따라

If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는 ℃ 올라간다.

한편, 미세 전류 발생부(560)는 100℃일 때 트랙킹 코드(Pcode[4:0])가 "11111"로 설정되어, If 전류를 흘리지 않는다.

0℃ 일 때에는 트랙킹 코드(Pcode[4:0])가 "00000"으로 설정되어, 최대 If 전류(If_max)를 흘린다.

여기에서, 트랙킹 코드(Pcode[4:0])는 5 비트로 구성되는 예에 대하여 설명되고 있으나, 5 비트 이외의 다양한 비트들로

구성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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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비교부(570)는 Ia 전류와 (Ib-If) 전류를 비교하는 제1 비교부(571)과 Ib 전류와 (Ia+If) 전류를 비교하는 제2 비교부

(572)를 포함한다.

제1 비교부(571)는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71, 872)과 제1 내지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73, 874, 875)을

포함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1)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1 노드 전압(NA)이 그 게이트에 연결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1)는 PTAT 전류 발생부(510)의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MP1)와 전류 미러로 구성된다. 제1 피모

스 트랜지스터(871)로 Ia 전류가 흐른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2)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2 노드 전압(NB)이 그 게이트에 연결된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2)는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621)와 전류 미러로 구성된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2)로 Ib 전류가 흐른다.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873)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1)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

(874)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된다.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4)는 제2 피모

스 트랜지스터(872)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된다. 제1 및 제2 엔

모스 트랜지스터(873, 874)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4)의 전류에 따라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873)의 전류가 흐르는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875)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4)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미세 전류 발생부(56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61)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

터(875)는 미세 전류 발생부(56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61)와 전류 미러로 구성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875)로 If

전류가 흐른다.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4)로는 Ib 전류에서 If 전류를 뺀, 즉 (Ib-If) 전류가 흐른다.

제1 비교부(571)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1)를 통해 공급되는 Ia 전류와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4)를 통해 흐르는

(Ib-If) 전류를 비교하여, 제1 비교 신호(DIFB1)를 발생한다.

제2 비교부(572)는 제1 및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76, 877),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78, 879), 제3 및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80, 881), 그리고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883)을 포함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6)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2 노드 전압(NB)이 그 게이트에 연결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6)는 제1 CTAT 전류 발생부(21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621)와 전류 미러로 구성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6)로 Ib 전류가 흐른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7)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1 노드 전압(NA)이 그 게이트에 연결된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7)는 PTAT 전류 발생부(510)의 피모스 트랜지스터(MP1)와 전류 미러로 구성된다. 제2 피모스 트

랜지스터(877)로 Ia 전류가 흐른다.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878)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6)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

(879)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된다.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9)는 제2 피모

스 트랜지스터(877)의 드레인이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된다. 제1 및 제2 엔

모스 트랜지스터(878, 879)는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9)의 전류에 따라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878) 전류가 흐르는 전

류 미러를 구성한다.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880)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881)의 게이트가 그 게이

트에 연결되고,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7)와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9)의 드레인들이 그 드레인에 연결된다. 제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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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트랜지스터(881)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와 그 드레인이 서로 연결된다. 제3 및 제4 피

모스 트랜지스터들(880, 881)은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881)의 전류에 따라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880) 전류가 흐르는

전류 미러를 구성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882)는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881)의 드레인이 그 드레인에 연결되고, 미세 전류 발생부(56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61)의 게이트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고, 접지 전압(Vss)이 그 소스에 연결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

터(882)는 미세 전류 발생부(560)의 엔모스 트랜지스터(861)와 전류 미러로 구성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882)로 If

전류가 흐른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882)의 If 전류에 따라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881)로 If 전류가 흐른다.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

(881)의 If 전류에 따라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880)로 If 전류가 흐른다.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9)로는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877)의 Ia 전류와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880)의 If 전류를 합

한, 즉 (Ia+If) 전류가 흐른다.

제2 비교부(572)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871)를 통해 공급되는 Ib 전류와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879)를 통해 흐르는

(Ia+If) 전류를 비교하여, 제2 비교 신호(DIF1)를 발생한다.

도 9는 도 5의 차동 증폭부(580)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차동 증폭부(580)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상보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B)가 그

게이트에 연결되는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901)를 포함한다. 제1 피모스 트랜지스터(901)의 드레인은 제2 및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들(902, 903)의 소스에 연결된다.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903)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서로 연결된다. 제2 및 제

3 피모스 트랜지스터들(902, 903)의 게이트들은 서로 연결된다.

제2 및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들(902, 903)의 드레인들은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904, 905)의 드레인들에 각각

연결된다.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904)의 게이트로는 제2 비교 신호(DIF1)가 연결되고,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905)의

게이트로는 제1 비교 신호(DIFB1)가 연결된다. 제1 및 제2 엔모스 트랜지스터들(904, 905)의 소스는 제3 엔모스 트랜지

스터(906)의 드레인과 연결된다. 제3 엔모스 트랜지스터(906)의 게이트로는 전원 전압(VT/S)가 연결되고, 그 소스로는 접

지 전압(Vss)이 연결된다.

제4 피모스 트랜지스터(907)는 전원 전압(VT/S)이 그 소스에 연결되고,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가 그 게이트에 연

결되고,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902)와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904)의 드레인들이 그 드레인에 연결된다. 제2 피모스 트

랜지스터(902)의 드레인과 제3 피모스 트랜지스터(903)의 드레인 사이에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에 게이팅되는

제5 피모스 트랜지스터(908)가 연결된다.

제4 엔모스 트랜지스터(909)는 제2 비교 신호(DIF1)와 접지 전압(Vss) 사이에 연결되고, 상보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

(ENB)에 게이팅된다. 제5 엔모스 트랜지스터(910)는 제1 비교 신호(DIFB1)와 접지 전압(Vss) 사이에 연결되고, 상보 온

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B)에 게이팅된다.

제2 피모스 트랜지스터(902)와 제1 엔모스 트랜지스터(904)의 드레인들은 제1 인버터(911)로 입력된다. 제1 인버터

(911)의 출력은 제2 및 제3 인버터(912, 913)를 통하여 제1 출력 신호(T1)를 발생한다.

도 10은 도 5의 래치부(590)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래치부(590)는 인버터(1001), 제1 전송부(1002), 제1 래치(1003), 제2 전송부(1004), 그리고 제2 래

치(1005)를 포함한다.

인버터(1001)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를 입력하여 상보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B)를 출력한다. 제1 전송부

(1002)는 로직 하이의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와 로직 로우의 상보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B)에 응답하여 차동

증폭부(580)의 차동 출력 신호(T1)를 제1 래치(1003)로 전달한다. 제1 래치(1003)는 제1 전송부(1002)를 통해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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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출력 신호(T1)를 래치한다. 제2 전송부(1004)는 로직 로우의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와 로직 하이의 상보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B)에 응답하여 제1 래치(1003)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2 래치(1005)로 전달한다. 제2 래치(1005)

는 제2 전송부(1004)를 통해 전달되는 차동 출력 신호(T1)를 래치하고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

도 8의 전류 비교부(570), 도 9의 차동 증폭부(580), 그리고 도 10의 래치부(590)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전류 비교부(570)는 Ia 전류보다 Ib-If 전류가 적게 흐르면 제1 비교 신호(DIFB1)을 로직 하이로 발생하고, Ib 전류보다

Ia+If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제2 비교 신호(DIF1)를 로직 로우로 발생한다. 차동 증폭부(580)은 로직 하이의 제1 비교 신호

(DIFB1)과 로직 로우의 제2 비교 신호(DIF1)을 비교하여, 로직 하이의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한다. 래치부(590)는 온

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에 응답하여 로직 하이의 차동 출력 신호(T1)를 래치하여 로직 하이의 온도 검출 신호(Tdet)를

출력한다.

한편, 전류 비교부(570)는 Ia 전류보다 Ib-If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제1 비교 신호(DIFB1)을 로직 로우로 발생하고, Ib 전류

보다 Ia+If 전류가 적게 흐르면, 제2 비교 신호(DIF1)를 로직 하이로 발생한다. 차동 증폭부(580)은 로직 로우의 제1 비교

신호(DIFB1)과 로직 하이의 제2 비교 신호(DIF1)을 비교하여 로직 로우의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한다. 래치부(590)

는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에 응답하여 로직 로우의 차동 출력 신호(T1)를 래치하여 로직 로우의 온도 검출 신호

(Tdet)를 출력한다.

도 11은 도 4의 전원 발생부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전원 발생부(410)는 기준 전압(VREF)과 온도 센서의 전원 전압(VT/S)을 비교하는 비교부(1101)와, 비

교부(1101) 출력에 응답하여 칩 전원 전압(VDD)로부터 온도 센서 전원 전압(VT/S)을 구동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1102)

로 구성된다. 이 때, 기준 전압(VREF) 레벨은 온도 센서 전원 전압(VT/S) 레벨과 동일한 레벨로 설정된다.

온도 센서 전원 전압(VT/S) 레벨이 기준 전압(VREF) 레벨 보다 낮으면, 비교부(1101)는 로직 로우의 출력을 발생한다. 로

직 로우의 비교기(1101) 출력에 응답하여 피모스 트랜지스터(1102)가 턴온되어 온도 센서 전원 전압(VT/S) 레벨이 올라

간다. 온도 센서 전원 전압(VT/S) 레벨이 기준 전압(VREF) 레벨 보다 높으면, 비교부(1101)는 로직 하이의 출력을 발생한

다. 로직 하이의 비교기(1101) 출력에 응답하여 피모스 트랜지스터(1102)가 턴오프된다.

이러한 동작의 반복 수행으로, 전원 발생부(420)는 기준 전압(VREF)과 동일한 전압 레벨의 온도 센서 전용의 전원 전압

(VT/S)을 발생한다.

도 12 내지 도 14는 도 8에서 설명된 전류 합산부(540), 기준 전류 발생부(550), 미세 전류 발생부(560), 그리고 전류 비교

부(570)의 동작들과 도 9의 차동 증폭부(580)의 동작과 도 10의 래치부(590)의 동작을 도 7의 온도 특성 그래프에 연계시

켜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온도 센서(410)가 0℃ 환경에 놓이게 되면, 미세 전류 발생부(560)는 "00000"으로 설정된 트랙킹 코드

(Pcode[4:0])에 의해 최대 If 전류(If_max)를 흘린다. 전류 비교부(570)의 제1 비교부(571)은 Ia 전류와 Ib-If_max 전류

를 비교한다.

Ia 전류와 Ib-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아래에 있으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0℃ 보

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하이로 나타난다.

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테스트 코드(Ncode{4:0])를 -1씩 감소시키면서 Ie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제어한다. Ie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제어한 결과로, If_max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어 Ib-If_max 전류가 증가한다(1201). 이러한 동작의 반복으

로, Ia 전류와 Ib-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가 되도록 한다. 즉,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현재 온도 0℃

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 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로우로 출력된다.

Ia 전류와 Ib-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위에 있으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0℃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로우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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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테스트 코드(Ncode{4:0])를 +1씩 증가시키면서 Ie 전류가 많이 흐르도록 제어한다. Ie 전류가

많이 흐르도록 제어한 결과로, If_max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Ib-If_max 전류가 감소한다(1202). 이러한 동작의 반복으

로, Ia 전류와 Ib-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가 되도록 하여,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0℃

가 되도록 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전류 비교부(570)의 제2 비교부(572)은 Ib 전류와 Ia+If_max 전류를 비교한다.

Ib 전류와 Ia+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아래에 있으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0℃ 보

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하이로 출력된다.

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테스트 코드(Ncode{4:0])를 -1씩 감소시키면서 Ie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제어한다. Ie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제어한 결과로, If_max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어 Ia+If_max 전류가 감소한다(1301). 이러한 동작의 반복

으로, Ib 전류와 Ia+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가 되도록 한다. 즉,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

도 0℃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하이로 출력된다.

Ib 전류와 Ia+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위에 있으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0℃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로우로 출력된다.

기준 전류 발생부(550)는 테스트 코드(Ncode{4:0])를 +1씩 증가시키면서 Ie 전류가 많이 흐르도록 제어한다. Ie 전류가

많이 흐르도록 제어한 결과로, If_max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Ia+If_max 전류가 증가한다(1302). 이러한 동작의 반복

으로, Ib 전류와 Ia+If_max 전류의 크로스 포인터가 0 ℃ 가 되도록 하여,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현재 온도 0℃가

되도록 한다. 이때, 온도 센서(410)의 온도 검출 신호(Tdet)는 로직 하이로 출력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현재 온도 0℃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제1 비교부(571)의 동작에 따른 테스트 코드

(Ncode[4:0]) 정보와 제1 비교부(572)의 동작에 따른 테스트 코드(Ncode[4:0]) 정보는 동일하다. 테스트 코드(Ncode

[4:0]) 정보는 선택적으로 제3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또는, 테스트 코드(Ncode[4:0]) 정보에 따라 제1 전류 제어부

(852)의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이 퓨즈 트리밍될 수 있다.

도 14를 참조하면, 전류 합산부(540)는 100℃ 일 때의 Id 전류를 측정한다. 이 때,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의 제2 제

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을 순차적으로 변경시켜 가면서 해당 코드들 마다 Id 전류를 측정한다

(1401). 이와 유사하게, 전류 합산부(540)는 0℃ 일 때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을 순차적으

로 변경시켜 가면서 해당 코드들 마다 Id 전류를 측정한다(1402).

100℃ 일 때의 Id 전류와 0℃ 일 때의 Id 전류의 차를 구한다. 100℃ 의 Id 전류와 0℃ 의 Id 전류 차의 절대값이 가장 작을

때의 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 코드 정보를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또는 제2 제어 신호

(TUBB5~TUBB0, TDBB5~TDBB0) 코드 정보에 따라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의 저항 브랜치(634)가 선택적으로

퓨즈 커팅(fuse cutting) 될 수 있다.

도 15a 내지 도 15c는 본 발명의 온도 감지기(400) 동작을 위한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5a를 참조하면, 온도 감지기(400)를 내장한 칩의 현재 온도를 100℃로 두고, 트랙킹 코드(Pcode)를 "11111"로 셋팅

한다(1501).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 100℃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

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에 래치된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502).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인 가를 판별한다(1503).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이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순차적으로 인에이블시켜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이

감소함에 따라 Ib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는 ℃ 씩 올라간다(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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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

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에 래치된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505).

온도 검출 신호(Tdet)의 현재 출력과 이전 출력을 비교하여 서로 반대인가를 판별한다(1506). 서로 동일하면, 아직도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504 단계와 1505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온도 검출 신호(Tdet)의 현재 출력과 이전 출력이 서로 반대이면,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

에 따른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을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1507).

한편,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이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는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을 순차적으로 디세이블시켜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이

증기함에 따라 Ib 전류가 감소하게 되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는 ℃ 씩 내려간다(1508).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에 래치된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509).

온도 검출 신호(Tdet)의 현재 출력과 이전 출력을 비교하여 서로 반대인가를 판별한다(1510). 서로 동일하면, 아직도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504 단계와 1505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서로 반대이면,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따른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을 제1 모드 레

지스터에 저장한다(1507).

도 15b를 참조하면, 칩의 현재 온도가 여전히 100℃로 두고,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의 Ic 전류가 (-)Ia 기울기를 갖

는 전류가 되도록 저항 브랜치(634)을 조절한다(1511).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키고(1512), Ia+Ic=Id 전류를 측정하고 저장한 후(1513),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다

(1514).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의 제2 제어 신호들(TUBB5~TUBB0, TDBB5~TDBB0)을 변화시키면서 저항 브랜치(634)

의 저항값을 가변시킨다(1511). 이 후,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키고(1512), 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 코드에 따른Ia+Ic=Id 전류를 측정하고 저장한 후(1513),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다(1514). 이

러한 동작의 반복으로, 칩의 현재 온도 100℃ 일 때의 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 코드에 따른 Id

전류값들을 저장해 놓는다.

칩의 현재 온도를 0℃로 두고(1515), 1511 단계 내지 1514 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칩의 현재 온도 0℃ 일 때의 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 코드에 따른 Id 전류값들을 저장해 놓는다.

제1 제어 신호들(TUBA5~TUBA0, TDBA5~TDBA0)에 따른 저항 브랜치(624)의 저항값을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1507).

칩의 현재 온도 100℃ 일 때의 Id 전류값과 칩의 현재 온도 0℃ 일 때의 Id 전류값이 같을 때, 제2 제어 신호

(TUBB5~TUBB0, TDBB5~TDBB0)에 따른 저항 브랜치(634)의 저항값을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1516). 여기

에서, 100℃ 일 때의 Id 전류와 0℃ 일 때의 Id 전류의 차를 구하여, 100℃ 의 Id 전류와 0℃ 의 Id 전류 차의 절대값이 가

장 작을 때의 제2 제어 신호(TUBB5~TUBB0, TDBB5~TDBB0) 코드 정보를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도 있다.

이 후, 트랙킹 코드(Pcode[4:0])를 "00000"으로 셋팅한다(1517).

도 15c를 참조하면,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 0℃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에 래치된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

생한다(1518).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인 가를 판별한다(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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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이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준 전류 발생부(550)은 Ie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테스트 코드(Ncode{4:0])를

-1씩 감소시킨다. 즉, 테스트 코드(Ncode[4:0])를 1 감소시킴에 따라 턴온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의 너비(width) 합이 작아지게 되어, Ie 전류가 감소한다. Ie 전류가 적게 흐름에 따라, If_max 전류가 적게 흐르

게 되어 Ib-If_max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는 ℃ 씩 올라간다(1520).

다시,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

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에 래치된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521).

온도 검출 신호(Tdet)의 현재 출력과 이전 출력을 비교하여 서로 반대인가를 판별한다(1522). 서로 동일하면, 아직도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520 단계와 1521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온도 검출 신호(Tdet)의 현재 출력과 이전 출력이 서로 반대이면, 테스트 코드(Ncode{4:0])에 따른 엔모스 트랜지스터들

의 너비 합을 제3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1507).

한편,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이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기준 전류 발생부(550)은 Ie 전류가 많이 흐르도록 테스트 코드(Ncode

{4:0])를 +1씩 증가시킨다. 즉, 테스트 코드(Ncode[4:0])를 1 증가시킴에 따라 턴온되는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의 너비(width) 합이 커지게 되어, Ie 전류가 증가한다. Ie 전류가 많이 흐름에 따라, If_max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Ib-If_max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는 ℃ 씩 내려간다(1524)

.

다시,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

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에 래치된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525).

온도 검출 신호(Tdet)의 현재 출력과 이전 출력을 비교하여 서로 반대인가를 판별한다(1526). 서로 동일하면, 아직도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524 단계와 1525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서로 반대이면, 테스트 코드(Ncode{4:0])에 따른 엔모스 트랜지스터들(811, 812, 813, 814, 815)의 너비 합을 제3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1507).

제1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제1 CTAT 전류 발생부(520)의 저항값대로 저항 브랜치(6323)를 퓨즈 트리밍한다. 제2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제2 CTAT 전류 발생부(530)의 저항값대로 저항 브랜치(634)를 퓨즈 트리밍한다. 제3 모드 레지스터

에 저장된 기준 전류 발생부(550)의 엔모스 트랜지스들(811, 812, 813, 814, 815)의 크기(너비 합)대로 엔모스 트랜지스

터들(811, 812, 813, 814, 815)을 퓨즈 트리밍한다(1524).

도 16은 본 발명의 온도 센서(410)를 이용하여, 셀프 리프레쉬 진입 후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트랙킹 코드(Pcode{4:0])를 "11111"로 셋팅한다(1601).

온도 센서 인에이블 신호(EN)를 활성화시켜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킨다(1602).

온도 센서(410)는 칩의 현재 온도와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비교하여 차동 출력 신호(T1)를 발생시키고 저장한다.

온도 센서(410)를 디세이블시킨 후, 래치부(590)는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래치한다(1603).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인 가를 판별한다(1604).

만약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이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트랙킹 코드(Pcode{4:0])를 1 증가시킨다(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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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킹 코드(Pcode[4:0])를 +1 증가시킴에 따라, 미세 전류 발생부(560) 내 턴온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31, 832,

833, 834, 835)의 너비(width) 합이 작아지게 되어, If 전류가 감소한다. 트랙킹 코드(Pcode[4:0])의 +1 증가에 따라 If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는 ℃ 올라간다.

이 후, 1602단계로 돌아가서,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1℃ 올라간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를 비

교하여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603). 이러한 동작은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가 될 때까지 반복 수행

된다.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가 되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가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의 트랙킹 코드(Pcode[4:0])로 셀프 리프레쉬 주기가 결정된다(1607).

한편,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로우이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트랙킹 코드(Pcode{4:0])를 -1 감소시킨다(1606). 트랙킹 코드(Pcode

[4:0])를 -1 감소시킴에 따라, 미세 전류 발생부(560) 내 턴온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31, 832, 833, 834, 835)의 너

비(width) 합이 커지게 되어, If 전류가 증가한다. 트랙킹 코드(Pcode[4:0])의 -1 감소에 따라 If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는 ℃ 내려간다.

이 후, 1602단계로 돌아가서, 온도 센서(410)를 동작시켜 ℃ 내려간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를

비교하여 온도 검출 신호(Tdet)를 발생한다(1603). 이러한 동작은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가 될 때까지 반복 수

행된다. 온도 검출 신호(Tdet)가 로직 하이가 되면,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가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의 트랙킹 코드(Pcode[4:0])로 셀프 리프레쉬 주기가 결정된다(1607).

도 17은 본 발명의 온도 센서(410)를 이용하여, 셀프 리프레쉬 제어 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앞서 설명한 도 16의 플로우챠트를 따라,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와 칩의 현재 온도가 같을 때의 트

랙킹 코드(Pcode[4:0])를 찾기 위하여, 온도 센서(410)는 최대 25번 인에이블된다. 트랙킹 코드(Pcode[n:0])를 변화시

키는 주기는 수십 ㎲ 정도로 짧다.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를 ℃ 씩 선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온도 센서(410)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

을 때까지 검출하여, 이 때의 트랙킹 코드(Pcode[4:0])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셋-업한다. 이러한 탐색 동작

(search operation)은 수백 ㎲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후,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결정한 트랙킹 코드(Pcode[4:0])는 수 ㎳ 마다 +1 또는 -1씩 증감시키면서 한번씩 업데이

트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온도 센서(410)를 이용하여, 트랙킹 코드(Pcode[4:0]) 변화에 따른 감지 온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8을 참조하면, 온도 감지기(400)는 트랙킹 코드(Pcode[4:0]) 변화에 대하여 ℃ 단위로 감지 온도를 선형적으로

출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온도 센서는 100℃ 일 때의 Id 전류와 0℃ 일 때의 Id 전류가 동일할 때 또는 그 전류 차가 가장 적을 때

의 Id 전류를 기준 전류로 이용한다. Id 전류는 온도 변화에 대하여 일정한 전류를 흘리는, 즉 온도에 대해 독립적인 전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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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 및 0℃ 일 때, Id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온도 센서를 테스트한다. 이 후, 트랙킹 코드(Pcode[4:0])를 1씩 변

화시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 씩 선형적으로 변화시킨다.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트랙킹 코드를 검출한다.

본 발명의 리프레쉬 제어 방법은 수 ㎲ 주기로 트랙킹 코드(Pcode[4:0])를 변화시키면서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를 변화시

키고, 수 백㎲ 동안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온도 센서를 동작시킨다. 온도 센서의 감지

온도가 칩의 현재 온도와 같을 때의 트랙킹 코드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셋팅한다. 이 후, 수 ms 마다 한 번씩 트랙

킹 코드를 ±1 씩 업데이트시키고, 업데이트되는 트랙킹 코드에 따라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조절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반도체 장치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는 종래의 온도 감지기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도 2의 온도 감지기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온도 감지기를 설명하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도 4의 온도 센서를 설명하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도 5의 PTAT 전류 발생부와 제1 및 제2 CTAT 전류 발생부들을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도 6에서 설명된 PTAT 전류 발생부와 제1 및 제2 CTAT 전류 발생부들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은 도 5의 전류 합산부, 기준 전류 발생부, 미세 전류 발생부, 그리고 전류 비교부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9는 도 5의 차동 증폭부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10은 도 5의 래치부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11은 도 4의 전원 발생부를 설명하는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도 12 내지 도 14는 도 7의 그래프에 연계하여, 도 8의 전류 합산부, 기준 전류 발생부, 미세 전류 발생부, 그리고 전류 비

교부의 동작을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도 15a 내지 도 15c는 도 5의 온도 센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6은 도 5의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셀프 리프레쉬 진입 후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

트이다.

도 17은 도 5의 온도 센서를 이용한 셀프 리프레쉬 제어 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18은 도 5의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트랙킹 코드(Pcode[4:0]) 변화에 따른 감지 온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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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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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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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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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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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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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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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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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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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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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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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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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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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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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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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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