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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radox of Sport in 

Inter-Korean Sport Exchange: 

Based on Perspectives of Niklas 

Luhmann’s System Theory

Song Yoonkyu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discusses a paradox of sport analysed using Niklas 

Luhmann’s system theory.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paradox, 

this study also aims to explor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inter-Korean 

sport exchange. Key concepts such as “second-order observation”, 

“communication”, and “meaning”, drawn from Luhmann’s system 

theory, offered theoretical resources to observe sport in inter-Korean 

sport exchang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sport observed in inter-Korean sport exchange? Second, how do the 

meanings constructed from the observation process influence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port? Third, what are the qual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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